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구운전사 가사
1. 내사랑 남구
경쾌한
오늘의
경쾌한
산뜻한

시동 소리
시작을 알리는
시동 소리
하루의 시작

나는야 택시 드라이버
나는야 남구 드라이버
남구에서 보낸 시간
어느덧 50년 8개월
남구는 내 첫사랑
지울 수 없는 첫사랑
남구는 내 자랑
자랑하고 싶은 내 고장
오늘은 어떤 손님을 태우고
오늘은 어디로 길을 떠날까
남구를 나보다 잘 아 는 사람은 없지
나는 남구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지

2. 수봉공원

서해의 바다에 밀려 다다른 이곳
바닷물에 그리움이 담기고
갈매기 소리에 반가움이 내리고
산새의 속삭임에 귀를 간질이네.
수봉산, 수봉산
바람과 구름이 쉬어가는 그곳
남구를 지키는 의연한 도시의 섬.
우각정 스며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야기가 노래로 변하는 그곳
수봉산, 수봉산
잠깐 쉬어가는 따스한 여유의 시간
잠시 느껴보는 도시 속의 청량함
사랑이 피어나는
추억이 차오르는
수봉산, 수봉산 그 곳

인천 남구는 내 핏줄
인천 남구는 내 고향
남구에서 보낸 시간
어느덧 50년 8개월
오늘도 남구에서 하루가 시작되네.
자, 그럼 출발~!

3. 와룡 양조장
숭의동 4번지 비가 내린다
쓰디쓴 소주의 비가 내린다
내리는 비에 취해
소주의 향에 취해
희미해진 기억을 붙잡아본다
멈춰버린 시간 속의 그리움이여

4. 계란빵
사랑의
달콤한
피곤한
노닐던
출출한
조용히

계란빵 드셔보셨나요
계란빵 드셔보셨나요
가장들의 발길이
아이들의 발길이
학생들의 발길을
기다리는 계란빵

그 옛날 양조장 굴뚝에 걸린
추억들아 내게 말해보렴
추억들아 내게 말해보렴
군색한 도시의 골목길마다
피어오르던 달큰한 향기
와룡양조장 행복의 공간
와룡양조장 그리운 시절 붙잡아본다
멈춰버린 시간 속의 그리움이여
그 옛날 양조장 굴뚝에 걸린
추억들아 이제 모든 게 떠나가고
나만 홀로 여기를 지키네

계란처럼 둥굴고
빵처럼 달콤한
계란빵 계란빵
먹어보셨나요 맛보고 싶나요
작은 빵에 담겨있는 사랑을
물감처럼 풀어지던 거리위로
웃음소리 둥글게 굴러가는
맛 좋고 기분좋은 계란빵
사랑의 계란 빵 드셔보셨나요
달콤한 계란빵 드셔보셨나요

5. 염전의 달밤

6. 홍두깨가 팔미도에 떠오르다
문학산성 동문을 지나가다 보면

기우는 저녁 해 숨을 고를 때
소금창고 너머엔 어느덧 상현달
염부들의 땀방울 구르는 소금밭
갈매기 한 마리 날아온다.
갈매기야, 갈매기야 발이 쓰리니
소금쟁이 울 아빠 마음 쓰리다
달 비친 염전 텅 빈 바닷가
그 위로 갈매기만 노니네
쓰러진 끌개 위로 찰랑이는 바닷물
그 위를 헤엄치는 눈썹 같은 반달
염부들이 돌아간 텅 빈 소금밭
갈매기 홀로 지키는 짜디짠 달밤을
갈매기야, 갈매기야 발이 쓰리니
소금쟁이 울 아빠 마음 쓰리다
달 비친 염전 텅 빈 바닷가
그 위로 갈매기만 노니네
그 위로 갈매기만 노니네

안관당 뒷마당 우물 하나 있네
높은 산 파여진 우물
신명한 기운의 우물
우물에 홍두깨를 띄우면
팔뚝만한 홍두깨를 띄우면
팔미도 앞바다에 떠오른다
아이들 무서워 멀리하고
어른도 두려워 경계하고
밀물에는 바다 이야기 뭍으로
썰물에는 산 이야기 바다로
문학산성 동문 지나치면
안관당 뒷마당 우물이 있네
우물에 홍두깨를 띄우면
우물은 과거로 데려가지
신비한 과거의 이야기로
우물에 홍두깨를 띄우면
그 안에 신묘한 일들이
우물 안에서 펼쳐지네
넘실거리는 우물 속
이야기가 흘러가네

7. 내사랑 남구 (Reprise)
경쾌한 시동 소리

남구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나.

오늘의 시작을 알리는

남구에는 어떤 역사가 담겨져 있나.

경쾌한 시동 소리

궁금한 알고 싶은 내 고향의 이야기.

산뜻한 하루의 시작

숨겨진 베일을 벗겨내고 싶은 남구.

나는야 택시 드라이버.

작고 심심한 동네라 여겼지.

나는야 남구 드라이버.

갈 곳 없는 따분한 곳이라고.
남구 안에 숨은 역사가.

남구에서 보낸 시간

다시 동네를 활기차게 해주네.

어느덧 50년 8개월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네.
이제는 더 알고 싶은.

남구는 내 첫사랑

남구 내사랑 내고장

지울 수 없는 첫사랑
남구는 내 자랑

살아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내 고장

살아가고 싶은
흥미와 추억이 넘치는
내고장 내사랑 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