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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고생하자,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체험~!

금당도갯벌섬마을 체험

가족답사 단체 '아빠와 추억 만들기'의 여름방학 간판 행사다. 지난해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돼 화제가 되

기도 했다. 올해는 업그레이드된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만큼 추억은 오래 남는다.

권오진 단장은 "최소 30년짜리 추억"이라고 장담한다. 아빠랑 아이가 인천 앞바다 사승봉도란 무인도에서 2박

3일 동안 갇혀 지낸다. 그 기간에 부자가 헤쳐나가야 할 생생한 체험 프로그램이 20여개나 된다. 섬에 도착하자

마자 텐트부터 친다. 부자지간에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며 싸우다 보면 집 얼개가 갖춰진다. 장작불을 피워

직접 밥을 해먹기도 한다. 제대로 된 밥을 기대하는 건 애당초 무리. 먹는 것, 자는 것 모두 성가시고 험한 과정

을 거쳐야 한다.

가장 인기가 높은 행사는 한밤중 백사장에서 게 잡기. 손전등을 들고 백사장에 나가면 불빛에 당황한 게들이 해

변을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다. 그 게를 잡으러 아이들이 뛰고, 아빠도 뛴다. 게에 물려 우는 아이들, 아이들 보

다 더 신이 나 소리치는 아빠들. 그 아우성 속에서 추억이 새록새록 쌓인다. TV도, 컴퓨터도 없는 사흘. 아빠에

게도, 아이에게도 쉬이 잊히지 않는 시간이다.

섬에서 야영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지식

우선 해안주변에 떠내려 온 20리터짜리 사각 플라스틱 통을 두 개 확보해 내부를 해수로 깨끗이 소독한 후 사람

들이 붐비지 않는 틈을 이용해 우물가로 가서 두 통 가득 담수를 채운 후 하나는 태양 볕 아래, 하나는 그늘에 두

었다.

애들이나 어른이 찬 바닷물에 수영 후 몸을 닦을 땐 태양열에 데워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 그늘에 둔 건 조

금씩 따라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

다음으로 물을 최대한 아껴 샤워를 하는 법이다. 우선 버려진 1리터짜리 생수통(페트병) 중에 뚜껑이 있는 걸로

두어 개 준비한다. 뚜껑을 송곳으로 구멍을 여러 개 낸 후 물을 담아 한사람이 뿌려주면, 물 한통으로도 성인남

자 한사람이 충분히 샤워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샤워 후 발에 묻은 모래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다. 역시 쓰레기 재활용차원에서 임시로 마련된 쓰

레기장이나 해변가를 둘러보면 코카콜라 박스 같은 구멍이 숭숭 뚫린 플라스틱 박스가 있다. 이걸 발판으로 삼

아 샤워하면 발등, 발바닥의 모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은 음식 관련 문제. 우선 남는 음식 처리하는 법을 살펴본다. 밥을 한 솥 푸짐하게 하여 일단 먹고 남는 밥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코펠로 밥을 하는 관계로 약간 타는 걸 감안해 아예 누룽지를 만든다.

빈 코펠에 남은 밥을 일부 들어내고 누룽지가 있는 코펠에 물을 충분히 붓고 끓이면 구수한 누룽지 밥이 된다.

나머지 들어낸 밥도 물을 붓고 다시 끓여 죽같이 만들어 식혀 놓으면 상하지도 않고 다음 식사 때 다시 활용 해

먹을 수 있다. 섬에선 군것질 할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배고픈 아이들은 군말 없이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잘

먹는다는 사실.

설거지는 먼저 물 티슈와 휴지를 이용한다. 그 다음으로 깨끗한 물로 헹구면 끝

마지막으로 해수에 젖은 옷 말리기. 담수와 달리 해수에 젖은 옷은 잘 마르지 않는다. 대부분 텐트 주위에 빨랫

줄을 만들어 늘어놓거나 텐트위에 늘어놓는데, 그보다 더 잘 마르게 하려면 갯바위를 이용하면 된다.

바위는 고체로 열 전달이 빠르다. 따라서 금방 햇볕에 데워지기 마련이다. 대충 물기를 짜낸 옷을 바위 위에 잘

펴놓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위에 조그마한 돌을 하나씩 얹어 놓으면 훨씬 뽀송뽀송 잘 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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