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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북부 횡단기 (2): Jaipur~Agra

❙조 영 민 교수 (경희대학교)

  자이푸르(Jaipur)는 수도 뉴델리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250 km 떨어진 18세기에 건설된 최초의 계획도시이

다. 도시가 파스텔 톤의 분홍색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Pink City로 불린다. 건축자재인 붉은 색의 사암표면

에 분홍색 페인트로 도색하라는 왕의 명령으로 도시 전체에 분홍색이 면면히 흐른다. 거울궁전(암베르성), 바

람의 궁전(하와마할), 씨티 팰리스, 잘마할, 잔다르 만타르 등 역사적인 명소가 풍부한 도시이기도 하다.

 

  암베르성(Amber Fort)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정말 보고 싶었던 코브라를 마주했다. 우리가 다가가자 주인 할

아버지는 바구니 안에 놓여있는 코브라를 억지로 꺼내어 일으켜 세우면서 피리를 불어댄다. 움직일 기력도 없

어 보이는 코브라가 안쓰러워서 냉큼 피리를 하나 사주고, 어서 바구니를 덮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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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암레르성은 벽면을 타일로 모자이크화해서 옛 사람들이 거울궁전이라는 별칭을 붙였

다고 한다. 어딘지 이슬람 양식처럼 보이는 건축물들... 인도인들에게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는 그저 오래된 성곽일 뿐, 그런데 왜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지 안타깝게만 느껴졌다. 요사이는 정비가 좀 

되었고, 지프를 이용한 접근만 허용하는 모양이다.

 

  복잡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하와마할을 들어가 보고자 측면에 나있는 게이트를 들어서는데 유니폼을 잘 

차려입은 가드들이 눈에 띄었다. 아래 한 컷 기념 삼아 사진을 찍고 나자 엄지와 검지를 까딱거린다... 기억으

로 한 100 Rs (루피) 정도 쥐어준 것 같은데 근엄하게 모델이 되어준 그들이 정겹다. 

  

  어디나 그렇듯, 무질서, 소음과 먼지(요즘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댈 것도 아니다), 혼잡... 3일째 밤이다. 어느 

숙소에 묵을까, 어디서 저녁을 해결해야 하나... 아래 사진의 위 두 장면은 숙소에서 내려다본 타운, 그리고 길

거리 음식. 단체관광객들은 경험할 수 없는 레시피와 공간들이다. 점심 때 먹은 ‘난’을 또 먹어야 하나(인도여

행에서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난’, 그중에서도 나는 ‘갈릭난’을 주로 먹었다.) ... 고심 끝에 주변

에서 가장 럭셔리한 게스트하우스를 구하고, 가든 쿠킹으로 결정했다. 컵라면과 초코파이, 참치 통조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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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시작 4일째 아침,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Agra)로 향한다.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역시 포크레인도 함

께 이동한다. 아침 도로변 가게를 들러 가려는데 ‘어린아이들이 해맑게 모여 있다.’고 뭇 여행객들이 분명히 묘

사할 것 같은 가족을 보았다. 도대체 누가 아이고, 누가 보호자인가? 7명의 자녀들 둔 엄마인가... 아침부터 무

겁게 시작하는 하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