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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만과 가출남들, 바다의 올레길 열다
■ ‘집 나가면 생고생 그래도 나간다’
요트에 꽂힌 허화백과 13명의 남자
한반도 해안선 일주 대장정 도전기
집단가출호에 꿈 싣고 누빈 바닷길
낭만·모험 출렁 3000km 여정 그려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대의 평범한 중년 남자들이다. 일탈을 항

허 화백을 선장으로 정하고 2009년 6월 경

상 꿈꾸지만 시간이 없고, 돈이 없다는 핑

2008년 겨울 서울 인사동 선술집 ‘식객’

기도 전곡항을 출발해 남해와 동해를 훑고

계로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과 편한 잠

의 구석방에서 지인들과 막걸릿잔을 기울

삼척에서 독도까지 1년간의 한반도 해안선

자리를 버리지 못한다.

이던 허영만 화백은 혼잣말처럼 뜬금없는

일주 대장정에 돌입했다.

을 제공했다. 비록 그 경험이 힘들고 고될

“사실 길은 어디나 있잖아? 땅을 벗어나

그래도 나간다’(허영만·송철웅 지음)는 바

지라도 삶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한 것만

서 이번엔 바람으로 가는 돛단배를 타고 바

로 이 남자들의 파란만장한 항해기를 담은

은 분명하다.

다의 백두대간을 가는 거 어때? 서해에서

책이다.

이때 옆에 있던 히말라야의 사나이 박영
석이 허 화백을 거들었다.
“파도와 싸우며 바람을 타고 독도까

“돛을 올리고 로프를 묶는 게 너무 재미

바다에 관해서, 항해술에 대해서 백지

있어 이마에 피가 철철 날 정도로 다친 줄

상태인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서로에 대한

도 몰랐다”고 회상하는 허영만 화백의 말

신뢰와 어린 아이 같은 모험심과 신뢰로 도

에서 항해가 주는 희열을 충분히 짐작할 수

전한 우리 바닷길 3000km 일주의 기록이

있다.
회사와 일이 인생의 1순위였다가 어느

다.

지∼ 야, 그거 좋은데요.”
그래서 쇠뿔은 단김에 뽑혔다. 한반도

전곡항과 삼척항의 육상 직선거리는

날 문득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라는 의문

바닷길을 무동력 돛단배로 일주하기로 결

218km다. 자동차로 3∼4시간이면 주파할

이 드는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이들이 벌인

의한 14명의 중년 남자들은 건조된 지

수 있다. 이들은 바닷길로 돌아 1년이라는

집단 가출은 통쾌함과 함께 성찰의 시간을

15년이 지난 낡은 40피트급 레이싱 크루저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고생은 이루 말로

제공한다.

를 사들여 배 이름을 ‘집단가출호’로 명명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열네 남자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은 심리

했다. 가출하는 각오가 아니면 독도까지

사실 이 모험에 참가한 14명은 가장이라

적인 대리 만족을 시킬 만하다. 힘들 이유

머나먼 바닷길을 갈 수 없다는 뜻으로 허

는 책임감에 짓눌리고, 어디서도 지친 영

도 없다. 편안하게 책장을 넘기기만 하면

화백이 지은 이름이다.

혼을 뉘일 곳을 찾지 못하고 사는 우리 시

이들의 집단 가출에 동참할 수 있다.

꺛꺜시각장애인을
D
위한 화면해설방송

KBS 02) 781-1800

MBC 02) 780-0015

◀ 바다의 올레길 개척을 위해 한반도 바
닷길 일주에 나선 허영만과 13명의 중년
남자들. 이들의 꿈을 싣고 달리는 요트
‘집단가출호’의 3000km 항해 여정을 따
라가다 보면 일상에 지친 심신이 바다빛
으로 여유로워짐을 느끼게 된다.

열네 남자들의 집단 가출은 새로운 경험

‘허영만과 열세 남자, 집 나가면 생고생

화두를 던졌다.

남해를 돌아 국토의 막내, 독도까지.”

공중파

여섯 달에 거쳐 배 수리를 끝낸 이들은

SBS 02) 2113-5000

OBS 032) 670-5000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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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〢 ⭽㊄ㅌ チ⟅ⱇ-├ ∋ⷊ
8:00 ⫵⦀⺡ ⳝ⭽㈍⚒
)
㊣⋂⣏⫸ KTV (
0:00 ⹗⥇ⴈⷃ◈ ⠇⓾
5:00 ∝⹙ ㆘█ⷃ
6:20 ㈣⚔⟏ⷜ 〖ⱶ ⳧⊫⫙
20:00 ㋹⟬ㆇㅌ ␦ ⟍ⶴⶾ ∤⢼
)
㊣⋂∳TV (
0:00 ⟍ザ ㉖ウ⭽
2:00 ⹗⳻ⶾ ⺨⮆█ⷃ㈍
7:00 ⿍ⱶ⹗⥇⫅ㅰ
2:30 ┒⢭ㅛⷊ ⟜⺪
)
MBN(⟲ⷜ∳TV) (
3:00 ⚒ⷃ⥹㆘█ⷃ
4:20 ⹗⇠ⶾ ⺰⺒⥟⪵
6:20 ∝⹙∯⇟
22:30 ✩◈⣉⚒ⷃⱭ㈛ ㈧▘ ⫙⨾∯ⷅ
RTN (
QOOKTV᠈myLGtv)
0:00 ⷞㅺㅌⶾ ⢲∖
3:00 ⡾ⱸⷃ◊ ⢃Ɑ⥇⫃ⴟ
4:00 ⚒ⷃ⥹ ⟜⢃ⴈⷃ◈
8:00 ⥝▢⨵ ⓡ⭽
)
ⷙ▞ⷜ⟛TV (
0:00 ⠈ ⺫⮊∋ⷊ
4:0 ␦ⷆⷜⶲ ⷙⱅ⚒
5:00 ⥝▢⨵ ㊒ⓡ⭽
9:00 ⽦㈍ ⺰∋

)
OCN (
0:0 ∤⭽㈍ ⭽㈺✊5
2:0 C.S.I. 0
4:20 ⢻㈍⟞ ⦀⋗⺡
7:00 ─ㅌ ␕ⷃ㈍
22:00 ⥡⮈⺩⳼
)
⬓㉏ⱬ⫤ (
3:30 チ⟏▘
5:30 ◙⚒ⷃ⼐
7:30 Ɑ⮝⮈
23:0 ⱅ⢟㈛⦃㊾✊
)
CGV (
0:40 ⊶
3:00 ㊕⟅㉖ㅰⴈ ⱅ⺡を⢰ⶾ ⫽
7:50 ⮑ⷅ⮆ウ
2:45 ⚒⭽㈍ ゚⮀
)
MGM (
5:00 ⴳⴴ◈ ⮆⺣2
6:00 ⇘⮍
8:00 ⑂ ⣋ⶾ ∘㋀⮇∱ ㊎⣋ⶾ ⷜ✥⮇
20:40 チ㉅㊌∌ⶾ ⢼ⱞ
)
XTM (
3:50 ␣⪸ ⨲⚖Ⳝ∋⪴ ⷳ㋈⇘ ⳾♆
5:40 ㊌❔ⷅ⩈
7:55 ⷆ⥊㉾✩ⱞ⊫
23:00 ├⥼ ㅛ∐
 J ( )
:00 ㋟⺩⨵ⶾ ⳽
2:00 ├ ⚒⟷ ⇚⨲ⷃ㉌
4:00 ⟇ⶾ ⷆ⥊Ɑ ▘ⷳ
22:00 ⷆ⥊TV◈⚒⟍
⮓エⷙHD ( QOOKTV᠈Btv)
4:00 ㊾⢟⨲ⷃ◈
8:30 ⠄ⷒⶾ ⨲⩈㋋
9:00 ⨲ㆇⱞ⟍-⦀⢣ⶾ ⭦
2:00 ㉃⟵

)
MBC◞⚨⟣ (
ᦓ:50 ⢡◌✔ ⇘
0:20 ㊕⢬⚒⋕
4:20 ⋛⫽✩
8:30 ✊ⴈ
23:30 ⱒチ➺ ▢ⷃ
SBS㊕✠⮓ (
)
ᦔ:40 ⷅ⩈ⶱ ⱅ➾─ⴱ
:0 ⷑⷃⱯ㈍ 3㋓ ⳧⫚ ⢹⫢
5:0 ␕⨦ ␝ⷑ
9:50 ┎▜㊎ ⳤⷑ 3㋓ ⳧⫚ ⢹⫢
)
KBS◞⚨⟣ (
3:20 ⢭ 2ⷆ
6:00 ⢬⚖⥡Ɑ ⶱ ␚
7:20 ∘㋀㊕⺉⫃ⴟ
2:30 ⢭ 2ⷆ
◞⚨⟳⮓ ( )
ᦒ:20 ㉖▘ ⢺ ⋊ ⨲␕ⷃ
ᦓ:40 ⡾㊎▘ⷳ
ᦕ:5 ⇤⺩ㅏ✏
3:00 ⹙⧲ⴐ ⋛ㅜ⊫
)
⺨㋝TV (
2:00 ⮈㋈
3:00 ⴈ⮈⨾┊
4:00 ⟍ⷃ✊⥹
5:00 ␕⦀⺩ⱕ
)
CNTV (
ᦕ:40 ⳾┘⮆⑂⟍
3:50 ⠄⫁㋍㋟
5:00 ∯⠄ⶾ ⇜⟉⋙
20:5 ㊕ⴗ⮆⟅⺡-ⷳ⪺ⶾ ⮆┒
)
⮓㆝⟛ⴓ (
3:25 ─ⷃⱭ㈍ⴱ4
4:45 ⷅ㊀✔ⷅ⨲ⷃ㈍2
6:20 ツ◈グⷃ⭽4
24:05 りⷴ㊎ ⢟⪸ⰽ

)
Ystar (
ᦕ:00 ⭽ㅛⓡ⭽
0:00 ⮆⑂⟍ ㆘█ⷃ
2:00 ⊶⋐ㅛ
4:00 ⟜ⷆ ∘㋀㊌ⓩ ␝ⷑ
8:00 ⭽ㅛⓡ⭽ ㆌ0-⫿⢲✝
tvN (
)
ᦓ:00 tvN FM
ᦕ:00 ⟷ㅞ⟅⭽㈍2
2:00 Eⓡ⭽ ㅏ⟅
22:00 ⟎▨⟫ⶱ ⳰ⱕⰽ7
)
MBCⳲ⦏⟛ⵉ (
2:0 ⡾㊎▘ⷳ
4:30 ⟜⇼⺫ⴳ
8:00 ⡾㊎∀⭽ ⮆⺣2
23:00 ㊀✔ⷃ∀⺡ ⭽プ
E ( )
:40 ⫙⮆┒ⶾ ∯㉖⳰㋈⹙ⷒ⫙
4:0 ⇼ゎⱷⷃ ㊌ⷃㅔ
6:50 ⭽ㅛㅚ
23:00 ⳤⷑⓩ ─ ⋊⛼
)
ETN⳽ⴊ⓷⮓ (
2:00 ├ ⷅㅰ⥳
5:00 ⢕⺪⢭⭽
7:00 ⩈⢹⫢ ⳧⭽ㅺⷃ⫎
9:30 ⭽ㅛ㈣ⷆ
)
Mnet (
2:00 ㈍✖◈ ⟅㉖㈍ ㊇
7:00 Mを㈍─
20:00 ⴈⷃ◈
2:00 ⭷㈺⭽ㅛ K2
MTVプ⟛ⱛ ( )
0:00 2AM ⷅ ⟒✔ⷃ⮆ⱅ
:00 ⱅⷃ▜ ⶦ⓶㈛◈
6:00 ⭽ㅛⶾ ∱⇼-▢⢹⮈⋕
8:00 ⠇⭽㈍ ⴳ㈛◈

)
KBS N ⮓㉫〸 (
2:00 200 ㉾✩ⱞ⊫ ⢟⭽ & ␕ⷃ⭽
2:30 ⇪⋊ッ⪴㈍
8:0 200 ㉾✩ⱞ⊫<⑃⫅:㊎㋈>
23:00 ⤲ⷃ⭽⥋ ㆘␕ⷃ㈍-ⱞ
24:00 ▘ⷳ ⇘ ∨㉾ⴐ
MBC-ESPN (
)
2:00 200 ⥝ⳤ⊵♾⛼⢻
ⷳ⊬ⷜ⨲ ⰽ➾┒㋓
8:30 200 ㉾✩ⱞ⊫<LG:⨺⫁>
22:00 ⤲ⷃ⭽⥋ ㆘␕ⷃ㈍-ⱞ
)
SBS⮓㉫〸 (
3:50 ⷳ⊬ ┒㊍⢻⊫ ㊌∟┒㋓ ∘⮅
8:5 200 ㉾✩ⱞ⊫<✯█:▱⨵>
24:50 FIFA U-20 ⳤⷑⴴ◈ガ
200 <⥞㊎:ⓡ⺭⛾◈>
)
⣂◈TV (
ᦓ:00 ⥟┎⋕ⴧ㋓ⷜ⢻
2:00 ⭽24 ∤⊦▢⢁ⷳ
3:00 ⹙4⋕ ⺩⺩⳼⫎⢻
9:00 200 ㊎⊬⢬▲⟅⋊
⮓エⷙ⣂◈ ( QOOKTV᠈Btv)
2:00 ⹙㋓ ⢁∝✤ガ
4:05 ⪴⢬ⷃ⣍ ㅛⷃ⹝
6:5 ⦁⟜よ オ✕⫎
9:35 3ⷅ 3⩁
FTV (
Btv)
4:25 ␗⮆⽨ ⥧Ɑⱕ
5:00 ㊓⚒ⷅ ⑂㈍ⴱㅌ
23:00 ㈎⺰ ⋭⣍✔ⴈ ㊑⍡㊌ⓩ
⺤⇼ ⟵⇘␗⮆
)
⟛⦞TV (
2:00 ⫃∟ ⠄⨵ ㈍✔ㅚ
3:00 ⫃⨾Ⳝ ⳻⺪ ㊌␕
6:00 ㊬✩ ⺤⇼ ⺩⊫⿷
2:00 ⨾TV∝⟍ ◈⟉ⶾ ⪸ㅦ

)
◩⮓ゼ⣟⟛  (
4:00 ㊾⋕⮌ ㊕∘⨲ ⮆⟅⺡
7:00 ⱅ⮆ⱅ✩ ㆎ㊌ⓩ ⋙
9:00 ⋊∄ⶱ ⷃ✓∋ ⟏◌Ɑ⺫─
22:00 フ をㅰ ⶦよⷜ
23:00 ␕ⓩ ⴊⷳ⣏➽ ⎍⎈ⱹ─
⋡▸ⱛ㈢TV ( myLGtv )
:00 ⢁㌌∝ⶾ ⚒⦀ⱒ✩⺡
3:30 ␦ ⟍ⶴⶾ ⇘∥
5:00 ⷳㆎ⬁⡾┒
7:00 ㊝⥈㊀✊⭽ ⬁⇤
)
⫢ ⺿ⴑ⋠✒㊚  (
:00 ⶦ✤⪸
4:00 ㅖ✊ⶾ ⥊⓰: ⺰┃⨲
8:99 ⩉ㅌ⟞
2:00 チ⋕⟅ⶾ ⦀㊝
⟛ⲈTV ( )
ᦕ:50 ⺉⺉ㅏ✏
:05 VJ㈎∯┒
3:40 ␝ⷑⶾ ⷑ∔
7:50 ⟅Ⱳ ⫁∯⚒ⷃ㉾
)
MBC NET (
0:00 ⠄㉭─ㅈ<⟍⨵>
:00 ⠄㉭─ㅈ
<ⴧ⟅ⓩ ⱕ⊬⇘➽ ⥡✑─>
2:00 ⩈⢹⫢ ⷳ⊬⮆┒
㋟∳TV ( )
:30 ㊎⊬ⶾ ⟗∱ ㊟⋕
3:30 ─ㅈ⭽㉃⫏
6:45 ⨷ⱅⷍⓩ ⱞ⩈ⶾ ⫃∟
2:30 ⷃ⺩㊀✊⭽
MBC Life ( )
2:00 MBC⭽㉃⫏
<⠍Ⳝ ┒㊎ ⠅⇘⺩ ⮆⪸>
7:30 ⤲ⷃ⭽⥋ ㆘␕ⷃ㈍
8:30 200 ㉾✩ⱞ⊫<⋕ⱅ:SK>

)
ㆮ┌⣟⮓ (
ᦕ:00 ⷜ∤ ␕⚒ チチ⠐
:00 ⱅ⋕∯❁▴⟅
3:00 ⷧ⓶ㅺ⭽㈍2
4:30 ⢟⫙ⶾ ⫃⨾
20:00 ⨲⚚ⶱ ト─ト
Ⱬ┌⟳⮓ ( Btv)
7:00 ⭷㈢ ⢬ピゔ
8:00 S.A ⭽㉃⫏
9:00 ⿏⊬ ⷃⱞ⋕
20:00 ◓ ⋊✔ⷃ⟞2
㊓ ( )
ᦕ:00 ⋋ⷜ㈦ ㈣ⴱ✔ⷅⷱ
:00 ㈣ⴱ✔ⷅⷱ Ⳟ⺫㉖⭽ ⤲⭽㈍
2:30 ⭽ ㉾⟅ㅈⱭ5 ⤲⭽㈍
24:00 ⇪⋊⟏㋈ ⥇⋕ⶱ ␚
◩⺷┌  ( QOOKTV᠈myLGtv)
2:00 ⴧ㊆∱ ⷃ㊆
5:00 ㈢ウ⤶: ⷉⱭ⣉⟇ ⥇⢃
8:00 ⼔ⷜ⫙ ⨜⋡
20:30 ━ㅰ ▱㈑⟅3
)
エㆰ ㈢ⵇㅢ (
6:00 ㆋ∱ ⹙⟅
7:00 ⠊⭽ㅰ ⴐⷑ ⠐⼞
2:00 ㅓㅰ✔〢 ┒⢼∱
23:00 ⭷㈺ ㌒Ɑ✩ ⭽ボ◈
)
ⴓ∡ⷠ (
6:00 ス⋛Ⳝ ⴐ⋡⺩
7:00 チをツ⚒ガ DNF⿓㊄⳽⮍
8:30 ⭽ㅛ⟅⋊ 200 ⮆⺣2
22:00 ⱅ⢲✫ ⟅⋊
)
MBC Game (
:00 ⦁㈣ⷆ MSL
4:00 ⶦⷱⶾ 〖㊟
6:00 ⟜⇼⺫ ⴳ
7:00 ⩈⇙┒✩T SF㉾✩⟅⋊ 200 ST

⩛㋞
)
ⴔ᠓⟛⦏ (
2:00 Ɑ⋎⟅ ⤲㈛4
7:00 Eⓡ⭽
22:00 ⳾⟅⥹⫵
23:00 ⟵ⷃㅌⱶ ⱅ㈛⭽㈍
24:00 ◈⟉∀⺡
⩞㋠∔⇺TV ( )
2:00 ⹗⺫㊟ⶾ ㊬⭽ ⫢⫢⫢
5:00 ⣐, ⳰㋈➽ ⟏␕─
20:00 ⷳ⊬⇘ⴟ┒㊝⺫
2:00 ⩈㋋⇾⇤TV ㈎⪸─ㅈ
)
㊣⣏∔⇺TV (
0:00 ㊳ⷜ㊎⢹⟜⇼⺫
2:0 ⶱ⨲⚖ ⶱ ⟏␝
3:50 ⟗ⷍⓩ ⱅ⮆ⱅ
7:00 ㊎⢹⇾⇤⨾┊
▸ⱛ ( )
0:30 ⳰㋈<㊌⳻ⶾ ⳧⹗>
3:00 ㅌ✩⮏ ┃
6:30 ⭽ㅛ㋁⟆
7:30 ⫃⋕ⶾ ⳤ⫁◌
GTV ( )
ᦔ:40 ㊬⭽ⱶ ⚒ⷅⱶ
2:30 ⫃⢬モ
3:30 ㆘Ɑ∀⭽
8:40 ⥝▢⨵ ∝⟜ ⋙⚒ⷙⷃ
)
ⴓ⮓ㅱⷜ (
0:00 ▘ⷳ FAT ⹙✩6
4:00 ㊬⭽ㅓり6
7:00 ㊌ⴧ⭽6
22:00 ⱅ⟵⟅ゔ ⱅⷃ▜9
FX ( )
0:00 ㈎⺰ ㊳ⷜ《ⷲ ⨲ⷃ✖
2:00 ㊠⺋
2:5 WWE ⭷㈺⭽ㅛ⭽
22:0 WWE ⭽⟝─

비올확률

지역날씨 최저/최고기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