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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북부 횡단기: Delhi~Kolkata (1)

❙조 영 민 교수 (경희대학교)

  아스라하게 기억하는 인도의 북부 횡

단 여행을 다시 끄집어내게 하는 ‘공업

화학전망’ 편집부의 재치있는 요청을 기

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문

득 돌이켜본다. 자이푸르 성내 코브라는 

여전히 피리소리에 어지러이 흔들리고 

있으려나? 캘커타 혼잡한 도로 한복판

에서 구걸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던 그 

아기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라

나시 피부병 앓던 개들 모습은 이제 조

금 나아졌을까? 얇은 고속도로 포장길

을 따라 머리에 나뭇가지들을 잔뜩 이고 

가던 소녀들도 잘 자랐을까? 어느 시골

국도변 학교건물 내 어린 학생들은 지금

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인도

의 모든 곳이 부처님 첫 설법을 전하신 

사르나트만큼 조금 더 깨끗해졌을까?

  8년여 전에 10일 정도의 일정으로 인도의 북부 핵심 도시들을 렌터카로 돌아보았다. 선후배, 제자, 딸애를 

포함해 우리 일행은 다섯이고, 토종 인도인 운전기사까지 여섯 명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 2천여 킬로의 

여정을 나서기로 하 다.

  수도 뉴델리로 입항하여 ‘빠하르간지’라고 하는 여행자 거리에 짐을 풀고, 렌터카를 예약하고, 주변을 둘러

보다 3천 원짜리 시계를 2천5백 원에 샀다. 다음 날 아침, 멈춰있는 시계를 들고 반품하려 하자 주인이 고개만 

까딱까딱한다. 그러려니 하며... 이제 시작이다. 

  붉은 요새, 무슨 사원, 게이트... 등등 곳곳을 초여름 날씨에도 따뜻한 옷차림으로 걸어 다녔다. 분명히 10억이 

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大國의 제1의 도시인데도 가늠할 수 없는 사회상이 보인다. 이른 아침부터 길거리

에 나무걸상 놓고 업하는 이발사, 오전 시간에 마주한 체중계 하나 달랑 들고 10원에 몸무게 한 번 재주는 서

비스맨, 오후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귀를 후벼주고 50원을 받는 청년,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 질 녘 100원을 내면 

회색빛 비눗물을 묻혀 면도해주는 위험천만한 면도사를 후배 녀석의 용맹 덕분에 가깝게 경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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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녁 시간 숙소 인근에서 짜이茶 한잔하자며 나섰던 거리에서 찍은 사진에 나타나는 눈송이보다 더 

커 보이는 먼지 입자들과 소(牛). 첫날이지만 많이 되돌린 時空間의 이동을 실감한 긴 하루 다. 온갖 전설 같

은 얘깃거리들을 실감하는 흥미로움에 둘째 날 밤을 뒤척이게 된다(사실 여행기에 글쓴이가 등장하는 것도 삼

불출이겠지만 이번 인도 여행은 우리네가 직접 경험한 걸 꼭 보여주고자 다수 게시하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랍

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예약해둔 렌터카 회사에 들러 기사(Singh)와 일정, 비용, 보험 등을 협의하고, 서쪽을 향해 

출발하 다. 연방 국가라 그런지 우측 운전대가 낯설지는 않았지만, 차선이 분명히 그려진 도로에서 좌측통

행을 준수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1주일이었던 것 같다. 아래 오토바이는 좌측행로를 따라가는데, 우리는 우측 

차선으로 주행하며, 등교하는 사립학교(?) 학생들을 사진으로 담아보았다. 밝다. 그리고 맑아 보 다. 오토릭샤

(auto-rickshaw)에 걸터앉아 하교하는 학생들도 행복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다. 낙천적이고, 생활에 만족해하

는 국민성이 혹시 이 나라를 더디게 발전시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치열한 삶 속에서 경쟁하며 이만큼 먹고 

살게 된 우리네와 많이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싱가폴 Po-doc 시절에 접했던 ‘현대 세계의 가장 큰 

문제 거리 가운데 하나가 인도인들의 이동’이라는 뉴스 기사가 얼핏 생각났다. 그만큼 거리에 사람이 많았다. 

물론 소도 많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Pink City라는 별명을 지닌 남쪽 도시 자이푸르(Jaipur)로 향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