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뿐사뿐 민쌤입니다.

권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권쌤입니다.

민쌤: 권 선생님, 요즘 날씨 너무 좋지요?

권쌤: 네, 햇살도 따뜻하고 공기도 부드러워서 생활하기 정말 좋아요.

민쌤: 그렇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봄철에는 이사하는 가정들이 꽤 많아요.

권쌤: 맞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얼마 전에 이사하셨어요.

민쌤: 어머, 그래요?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권쌤: 남양주로요.

민쌤: 아,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고 자연이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어요.

권쌤: 네, 부모님도 아주 만족스러워하세요.

민쌤: 그렇군요.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실 텐데 이사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권쌤: 사실 저도 조금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수월하게 이사하셨다고 해요.

민쌤: 이삿짐 센터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권쌤: 물론이지요. 한국의 이삿짐 센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 주잖아요.

민쌤: 청취자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권쌤: 네. 한국에서는 포장 이사를 할 경우,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싸서 옮겨 줄 뿐만 아니라

그 짐을 풀어서 정리하는 일까지 해 줘요.

민쌤: 이사하고 나서 짐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정리해 주면 정말 편하겠네요.

권쌤: 그럼요. 그리고 이사하기 전에 집 전체를 청소해 주는 업체도 있어요.

민쌤: 어머, 처음 들어 봤어요.

권쌤: 저희 부모님도 이번에 청소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한결 수월하셨다고 해요.

민쌤: 다행이네요. 이사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겠어요.

권쌤: 맞아요. 이사하려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민쌤: 그렇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도와주는 한국의 이사 시스템, 정말

대단한데요.

권쌤: 그래서 한국의 이사 시스템을 이용해 본 외국인들은 모두가 감탄을 한다고 해요.

민쌤: 그 말을 들으니까 한국어를 배우던 한 학생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요.

권쌤: 어떤 얘기인데요?

민쌤: 한국에 갔을 때 높은 아파트로 이삿짐 옮기는 광경을 봤는데 너무 놀랍고

신기했다고요.

권쌤: 아, 사다리차를 본 모양이군요?

민쌤: 맞아요! 높은 아파트까지 사다리를 걸쳐 놓고 그 위로 온갖 물건들을 나르잖아요.

권쌤: 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여러 번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사다리차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지요.

민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 외국인들에게는 많이 신기할 거 같아요.

권쌤: 그렇죠!



민쌤: 사다리차를 이용하면 몇 층까지 짐을 옮길 수가 있지요?

권쌤: 25층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민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 사다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짐을 옮기는지 궁금하시지요?

권쌤: 대본에 사다리차 사진을 올려 두었으니 대본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민쌤: 참, 예전에는 이사를 하고 나면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느라고 떡을 돌렸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권쌤: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민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을 거예요.

권쌤: 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이사하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쌤: 어머, 그래요?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어 가시는 것 같아 반갑네요.

권쌤: 그렇죠? 아무튼 부모님이 이사도 잘하고 떡까지 돌렸다고 하시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민쌤: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다리차 얘기와 함께 한국의 이사 문화에 대해

나눠 봤어요. 어떠셨어요?

권쌤: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사를 하나요?

민쌤: 여러분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면 저희에게도 나눠 주세요.

권쌤: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민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권쌤: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