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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대교 풍경 품고
빈티지 매력 속으로

배 모티브 인테리어 인상적

이
색
카
페

모카포트 전문점 매력 가득
만선커피 크로플 조합 압도

왼쪽부터 카페라테, 만선커피, 브라운치즈크로플.

여수 항해

로만 커피를 내리는 모카포트 전문점이다.

지만, 손수 만든 빵은 쫀득함과 고소한 향

모카포트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정에

이 살아있다. 크로플 위에 올라간 아이스

캠핑족들과 낚시꾼들 사이에서 성지인 국

서 주로 사용한다. 커피머신의 조상님 이

크림과 브라운 치즈, 시나몬 가루가 완벽

동항. 도심의 아파트가 병풍처럼 서 있고,

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홈카페가 유

한 팀플레이를 자랑한다. 단짠단짠의 매력

빽빽이 들어선 배들은 색다른 풍경을 자아

행하면서 모카포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

은 커피와 조합이 압도적이다.

낸다. 바다내음 물씬 나는 여수에 왔음을

했다. 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커피를 내릴 땐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

몸소 느낀다. 눈앞에 보이는 드넓은 바다

물도 따로 넣어야 하고, 가스 불도 직접 조

문에 내린 것을 보고 있자니 따분할 땐 함

와 그 위에 세워진 돌산대교의 풍경으로

절하면서 시간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까다

께 운영하는 2층 빈티지숍을 둘러보는 것

탄성은 절로 나온다.

롭다. 모카포트로 내려주는 커피는 쉽게

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동항 구석진 공간, 폐허인 건물에 만들

접하지 못하는 만큼 매력적이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잡지와 사진

어진 카페가 커피 마니아들의 발길을 멈추

시간이 지날수록 향, 오일 등이 포트안

게 한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던 공간을

에 담겨서 커피가 더욱 맛있어진다. 모카

하나하나에 이 사장의 애정이

하나하나 손수 채워가며 완성한 카페. 그

포트를 선택한 항해는 느림의 미학, 여행

듬뿍 묻어난다. 이 사장은

빈티지한 매력속으로 들어갔다.

자들의 쉼터라고 표현한다.
빈티지숍.

◇업사이클링에 빈티지 가득

으로 벽면을 가득 채웠으며 모든 공간

빈티지는 하나하나 역사

항해에선 아메리카노가 아닌 만선커피

가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

라고 이름 지었다. 이 사장은 커피를 마셨

서 멋이 바뀌는 걸 의미한

을 때 입에 가득 차는 맛이 난다는 의미로

다고 생각한다 며 항해라

국동항 한 켠에는 옛 기계협동조합 건물

터 빈티지스러움이 물씬 풍긴다. 멋스럽게

이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엔 외국인노동자

녹슨 닻, 간판 대신 달린 배 손잡이는 콘셉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석 이 나왔다는 말

만선커피라고 이름 지었다 며 아메리카

는 공간은 오롯이 나의 취향

쉼터, 식당 등이 자리를 잡았었지만, 현재

트가 확실하게 느껴졌다.

이 이런 걸까. 이 사장은 카페를 찾아다니

노가 아닌 모카포트로 내리는 만선 커피

으로 꾸며놓은 공간인데 빈티

내부 인터리어는 어느 하나 놓칠 수 없

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진공간에 만들어보

입니다 를 알리고 싶다 라고 말했다.

지한 매력을 널리 홍보하고 싶

는 완벽한 구성이다. 우드톤에 초록 식물

자는 시도가 딱 들어맞았던 것 같다 며

브라질과 콜롬비아 원두를 블랜딩해 사

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있는

이러한 공간에 2년여 전 조용한 카페가

조합의 안정감. 특히 벽이 참 매력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아놓은 공간을 소

용하기 때문에 산미가 없고 다크한 맛이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고 편견 없

들어섰다. 배를 모티브로 만든 카페 항

또 곳곳에 배치된 식물들이 분위기를 한껏

개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카페 항해를 만

인상적이다. 카페라테에 들어가면 더욱 고

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고 말했

해 . 카페 항해는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

살려주고 빈티지한 소품들로 꾸며 곳곳은

들었다 고 말했다.

소한 맛을 자랑한다.

다.

까지 이엄지 사장의 취향이 가득 배어있는

포토존으로 가득하다.

는 다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휑하니
빈 곳만 넘쳐난다.

공간이었다.
빈티지 마니아인 이 사장. 카페 입구부

특히 턴테이블과 엘피들이 한켠에 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은 차분

한 분위기와 함께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요즘 카페에서 많이 보이는 디저트 크로
◇느림의 미학 만선커피

플. 항해에선 시판 제품이 아닌 직접 생지

카페 항해는 커피머신이 없다. 모카포트

를 만들어 내놓는다. 흔히 있는 크로플이

빈티지한 공간에 커피. 고전적
인 감성. 당신의 항해에 쉼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주연 기자

모카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