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뿐사뿐 민쌤입니다.

권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권쌤입니다.

민쌤: 권 선생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권쌤: 네, 아이들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왔어요.

민쌤: 그러셨군요.

권쌤: 민 선생님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민쌤: 저는 한국 학교 학생들이 종강 파티를 하자고 해서 한국 음식점에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권쌤: 그러셨어요? 반가웠겠어요.

민쌤: 네, 온라인으로 수업하다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니 좋더라고요.

권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민쌤: 그럼요. 1차로 고기 구워서 먹고 2차는 노래방에 갔어요.

권쌤: 민 선생님도 같이 가서 노래 부르셨어요?

민쌤: 아니요. 저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 갔고 몇몇 학생들만 노래방에 갔어요.

권쌤: 그랬군요. 안 그래도 오늘 에피소드 제목이 ‘방 방 무슨 방?’이어서 노래방 생각을 했어요.

민쌤: 한국에는 노래방이 엄청 많잖아요.

권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든 못 하든 흥겨운 판을 잘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민쌤: 그렇죠. 뒤풀이하러 가기도 하고 스트레스 풀러 가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러 가기도

하고요.

권쌤: 요즘은 코인 노래방도 인기래요.

민쌤: 코인 노래방요? 동전을 넣고 노래를 부르는 건가요?

권쌤: 네, 노래방은 보통 시간당 돈을 내잖아요.

민쌤: 그렇죠. 그래서 시간 아끼려고 노래 미리미리 예약해 놓고 기다리지요.

권쌤: 맞아요. 그런데 가끔은 좋아하는 노래 한두 곡만 부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민쌤: 그렇죠. 아, 그럼 코인 노래방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노래 몇 곡을 부르느냐로

계산하는 거예요?

권쌤: 네, 맞아요! 한 곡에 오백 원, 세 곡에 천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민쌤: 그렇군요. 자, 오늘 이거 아세요 코너는 노래방 이야기로 시작해 봤는데, 이 외에도

한국에는 방이 들어가는 놀이 공간이나 휴식 공간이 많지요?

권쌤: 그럼요. 날이 조금씩 선선해지면 찜질방이 그리워지잖아요.

민쌤: 몸이 찌뿌드드할 때 찜질방 다녀오면 정말 개운하지요.

권쌤: 몸에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 놓은 여러 종류의 방에 들어가서 땀도 빼고 잠도 자고

민쌤: 때로는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

권쌤: 그리고 찜질방에 가면 꼭 먹어 봐야 하는 게 있죠?

민쌤: 뭐죠? 혹시 얼음 둥둥 띄워 먹는 식혜 말씀하시나요?



권쌤: 맞아요. 그리고 맥반석 계란하고 라면도 정말 맛있지요.

민쌤: 요즘은 대부분의 방들이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지요.

권쌤: 먹거리가 있으면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지잖아요.

<찜질방, 만화방, PC방>

민쌤: 그렇죠. 예전에 만화방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아늑한 방처럼 꾸며 놓고 쿠션에 기대거나

앉아서 만화나 소설을 읽을 수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권쌤: 먹거리는 어땠어요?

민쌤: 당연히 준비되어 있지요.

권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PC방도 그래요.

민쌤: 아, PC방요? 주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PC방에 가지 않나요?

권쌤: 네, 그렇죠.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하는 맛도 있고, 화면도 아주 크거든요.

민쌤: 화질도 아주 좋은 거 같던데요.

권쌤: 그럼요. 그리고 요즘은 시설이 정말 깨끗해요.

민쌤: 자기 자리에서 컴퓨터로 먹거리를 주문하면 갖다 준다고 들었어요.

권쌤: 맞아요. 라면이나 마약 핫도그, 소떡소떡 같은 메뉴들이 인기예요.

민쌤: 마약 핫도그는 맛있어서 자꾸자꾸 먹고 싶은 핫도그를 말하나요?

권쌤: 맞아요. 마약 김밥처럼요.

민쌤: 그럼 소떡소떡은 뭐예요?

권쌤: 소시지하고 떡을 꼬치에 끼운 다음 양념을 해서 겉바속촉하게 구운 거예요.

민쌤: 아,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운 거란 얘기죠?



권쌤: 잘 아시네요.

민쌤: 그 정도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권쌤: 지금까지 얘기한 방 외에 어떤 방이 또 있을까요?

민쌤: 보드 게임방이나 방탈출(escape room) 카페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권쌤: 방탈출 카페는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방을 탈출하는 게임을 하는 곳인가요?

민쌤: 맞아요. 방탈출 게임이 인기가 많아지자 그것을 소재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나오더라고요.

권쌤: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강호동 씨가 나오는 대탈출이라는 예능요.

민쌤: 저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권쌤: 그러니까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런 방 문화가 많이 발달한 게 독특해요.

민쌤: 왜 우리나라에 방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을까요?

권쌤: 글쎄요. ‘방’ 하면 왠지 편안하고 친밀한 느낌이 들어요.

민쌤: 그렇죠? 교실, 사무실 하면 공식적인 느낌이 드는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권쌤: 그렇네요.

민쌤: 그리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면에서 방이 딱인 거 같아요.

권쌤: 도시 중심부에서 놀이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 방처럼 작은 공간을 이용하게 된 거 같네요.

민쌤: 그런 거 같지요?

권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인 방에

대해서 얘기 나눠 봤어요.

민쌤: 여러분 중에 이런 방을 이용해 본 분들도 있지요?

권쌤: 혹시 여러분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문화가 있나요?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민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권쌤: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