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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목포여행....

작성일 2018.06.28 20:04 등록자 김태 조회수 1821

여행은,,,,,,,
뭐다라고 결론 지울순 없지만 다녀 오고 나면 알수 없는 성취감에 살 맛이 나는거 같다.
오늘은 아내, 작은 아이와 사전 계획없이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예약하고 준비없는 여행길에 오른다.
오후 여섯시에 예약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지금부터 수원역까지의 도착 시간은 한 시간 조금 넘게 남았다.
007작전을 하듯이 일곱시 십오분에 출발하는 목포행 열차를 타야만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허둥지둥 도착하여 기차에 승차하고 나니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목포야 너무 유명하고 인심 좋고 사람 좋기로 잘 알려줘 특별히 소개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알아 보니
오전 아홉시 삼십분에 목포역 앞에서 출발하는 "목포 시티 투어버스"가 있기에 다른 생각 없이 예약을 하였다.
밀려 오는 피곤함에 내일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지만 소풍 가기 전 날 어린 아이의 설레임처럼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

목포역 근처에 잇는 백반집에서 아침을 먹고 시티투어버스에 탑승 하니
외지에서 오신 여행객이 한 분 두분 모이고
오늘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기사님이 때이른 유월의 불볕 더위에 숨이 턱 까지 차오르는 걸 알고 시원하게 에어컨으로 중무장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조대형 선생의 인원 파악이 끝나고 나니 시티투어버스는 추 으 발~~~~~~~

조대형 선생님은,,,,,
구수하고 자상한 설명에 위트와 유머를 적절히 사용 하니
이십대부터 사오십대 그리고 그 이상의 어르신도 지루 하지 않고 같이 웃고 박수치며 공감했던거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목포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점심을 알리는 배꼽 시계가 밥 달라고 꼬로록 거리는데요
신흥동의 어느 백반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았던 거 같아요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 마시고 오후 일정을 잘 마무리 하고 나서 아이한테 넌즈시 물어보니 좋았다고 하네요
외지로의 여행은 자세를 낮추고 접근하면 실보다 득이 훨 많지요
짧은 여행에 목포를 다 알수는 없었지만 문화관광 해설사의 좋은 인상과 자세한 설명에 목포를 잘 알고갑니다

"조대형"선생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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