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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실명인증글쓰기

평소 쏟아지는 별을 보고 싶다는 아내 얘기를 흘려만 듣다가 영양이라는 도시를 라디오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인구가 만 칠천명 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도시라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인공불빛이 가장 적어 별이 가장 잘 보이는 도시라고!!!
영앙을 이번 방학중에 꽄 가기로 마음을 먹고 며칠동안 예약이 다 차버린 홈페이지 캠핑장 예약사이트를 뒤적뒤적이다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것 처럼 나는 취소된 사이
트 하나를 찾았다.
인천에서 5시간을 달려 캠핑장에 도착했다.
아내와 아이들은 체험장에 내려주고 나는 서둘러 텐트를 치고 체험장으로 내려갔다.
모든 체험이 무료였고 조잡하지 않았다.
양잿물까지는 못 마셔도 공짜를 좋아합니다. 소원등 만들기, 누에고치 실뽑기 등 체험을 하고 멋진 버스킹 공연을 보고 떡볶이, 국밥도 먹고! 하이라이트인 반딧불이 체험을
하였다.
사회자가 절대 반딧불이 만지지 마세요~~~
사진찍지 마세요~~~~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관람객들은 반딧불이를 잡아 댔고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처음 본 반딧불이에 아내와 나는 아이들보다 더 흥분을 했다.
캠핑장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하늘의 별자리를 안주삼아 맥주 한잔을 했다.
구름이 있어 쏟아지는 별은 아니었지만 도시의 별빛과는 차원이 달랐다.
다음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보물찾기가 있었다.
모든 참가객들이 골고루 선물을 가져갈수 있도록 주최측에서는 새심하게 배려를 했고 사회자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하나하나 아이들을 챙겨주었다. 가장 멀리서 온 덕분인지
우린 머그컵을 받을수 있었다.
공짜를... 좋아... 합니다 ...
아이들이 수하계곡의 천연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동안 텐트를 정리하고 별빛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배고픔이 이유인지 정말 맛있었다. 몇가지 체험을 더하고 6
시간을 달려 집에 왔다.
반딧불이도 별빛도 너무 소중한 기억이었다.
내년에 다시 가기로 아이들과 약속을 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감동을 준건 사실 별빛과 반딧불이가 아니다.
반딧불이 행사때 사회를 보고, 보물찾기 때도 사회를 보고, 은어잡이 행사때는 불을 피우고 행사가 마무리 될때쯤엔 행사장 뎟정리를 하고 우리가 집에 갈때쯤엔 쓰러기를 정
리하던 저 주무관이었다.
어떤곳에서든 무슨일이든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하던 저 직원이 나와 아내가 뽑은 이번 행사의 mvp였다.
Ps. 쓰다보니 일기가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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