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민쌤: 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권쌤: 민 선생님, 날이 많이 따뜻해 졌죠?

민쌤: 네, 한낮에는 좀 덥더라고요.

권쌤: 그러게요.

민쌤: 권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권쌤: 요즘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전에 봤던 재미있는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어요.

민쌤: 아, 그래요? 어떤 드라마 보시는데요?

권쌤: 오징어 게임(Squid game)을 보고 있어요.

민쌤: 아, 오징어 게임요! 2021년 가을에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한국 드라마지요?

권쌤: 맞아요.

민쌤: 그 드라마 덕분에 한국의 옛날 게임들이 전 세계로 알려졌잖아요.

권쌤: 네, 저도 어릴 때 해 봤던 게임들이에요.

민쌤: 어, 정말요? 저는 권 선생님이 젊으셔서 그런 게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권쌤: 아니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해 봤고, 달고나 게임도 저 어렸을 때

유행이었어요.

민쌤: 그렇군요. 게임 규칙이 간단해서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권쌤: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이니까요.

민쌤: 워낙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어서 다시 보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일 거예요.

권쌤: 네, 벌써 반 이상을 봤는 걸요.

민쌤: 그래요? 9회까지 있으니 하루 이틀이면 끝내겠네요?

권쌤: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한국 드라마 얘기로 배워 봅시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쌤: 네, 배워 봅시다 코너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배워 보는 시간이지요?

권쌤: 맞아요.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 뭔가요?

민쌤: 오늘은 ‘정주행’이라는 표현을 배워 볼 거예요.

권쌤: 어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정주행 아닌가요?

민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권쌤: 충분히 짐작하실 것 같지요? 일단 이 단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까요?

민쌤: 좋아요. 정주행이라는 말은 ‘정’이라는 말과 ‘주행’이라는 말로 나눌 수 있어요

권쌤: 주행이라는 말은 자동차나 열차 같은 것이 달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민쌤: 네, 그래서 ‘도로를 주행하다’라는 말도 쓰지요.

권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도로 주행이 필수잖아요.

민쌤: 네, 맞아요. 실제로 차를 운전해 봐야 운전할 실력이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권쌤: 그럼 정주행이라고 할 때 ‘정’은 무슨 뜻이지요?



민쌤: 한자로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권쌤: 그럼 정주행은 바르게 달린다, 이런 뜻인가요?

민쌤: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지요.

권쌤: 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쓰일 때는 다른 의미이지요?

민샘: 네,시리즈로 된 드라마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권쌤: 제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처음부터 한 회씩 챙겨 보고 있는 것처럼요?

민쌤: 그렇지요.

권쌤: 그럼 정주행이라는 말을 드라마나 영화 외에 다른 것에도 쓸 수 있나요?

민쌤: 네, 책이나 웹툰(webtoon) 같은 것에도 쓸 수 있어요.

권쌤: 그렇군요. 민 선생님은 주로 어떤 작품을 정주행하세요?

민쌤: 예전에는 대하소설 정주행하는 걸 즐겼어요.

권쌤: 여덟 권, 열 권, 열두 권, 이렇게 아주 긴 소설들이요?

민쌤: 네, 예를 들면 삼국지, 람세스, 태백산맥, 이런 작품들을 즐겨 읽었어요.

권쌤: 와, 그렇군요! 대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긴 책을 잘 안 봐요.

민쌤: 그래요? 사실 저도 대하소설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를 정주행해요.

권쌤: 주로 넷플릭스를 이용하시나요?

민쌤: 네, 좋은 작품을 골라서 남편이랑 같이 보는 편이에요.

권쌤: 그러시군요.

민쌤: 한국 드라마 중에 정주행할 만한 좋은 드라마가 많잖아요.

권쌤: 그렇죠? 민 선생님은 어떤 기준으로 드라마를 고르세요?

민쌤: 저는 작가를 보고 작품을 고르는 편이에요.

권쌤: 아, 그래요? 작가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민쌤: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몇몇 있거든요. 권 선생님은 어떠세요?

권쌤: 저는 인터넷 검색해서 인기가 많은 작품을 보는 편이에요.

민쌤: 그러시군요.

권쌤: 그러고 보니 인생 드라마로 꼽을 만한 좋은 작품들을 추천해 주는 예능 프로가 예전에

있었던 거 같은데...제목이 뭐였더라?

민쌤: ‘이불 쓰고 정주행’이라는 프로였어요.

권쌤: 아, 그런 거 같네요. 재미있는 제목이에요.

민쌤: 그렇지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에 푹 빠져 있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권쌤: 그러게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드라마나 영화 정주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 같아요.

민쌤: 맞아요.

권쌤: 그럼 여기서 이 표현이 들어간 대화를 들어 볼까요?



민쌤: 그럴까요?

(신호음)

민호: 해영 씨, 이번 주말에 뭐 해요?

해영: 아직 특별한 계획 없어요. 왜요?

민호: 넷플릭스에서 괜찮은 작품 골라서 친구들이랑 정주행할까 해서요. 올래요?

해영: 저는 이미 정주행하고 있는 웹툰이 있어서 사양합니다.

민호: 정말요? 무슨 웹툰인데요?

해영: 비밀이에요.

(신호음)

권쌤: 민호 씨가 해영 씨에게 주말 계획을 묻습니다.

민쌤: 해영 씨가 특별한 계획 없다고 하자, 민호 씨가 친구들이랑 넷플릭스 작품 정주행할

거라며 초대를 하지요?

권쌤: 하지만 해영 씨는 이미 인터넷 만화를 정주행 중이라면서 거절합니다.

민쌤: 민호 씨가 놀라면서 그 웹툰 제목을 묻자 해영 씨는 비밀이라며 안 알려 주네요.

권쌤: 저희도 궁금한데요?

민쌤: 그렇지요?

권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주행’이라는 표현을 배워 봤어요.

민쌤:시리즈로 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권쌤: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민쌤: 그리고 책이나 웹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권쌤: 여러분은 최근에 정주행한 작품이 있으신가요?

민쌤: 정주행할 만한 좋은 작품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알려 주세요.

권쌤: 오늘도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표현을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민쌤: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