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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 듯하면서도 구수한 대구 요리

를 맛있게 먹었다. 간이 센 재료가 하나

도 없어 배불리 먹어도 속이 불편하지 않

았다. 나는 내친 김에 노르웨이 디저트까

지 먹어 볼까 하다가 담백하게 먹은 입맛

을 단것으로 망치고 싶지 않아 거기서 끝

내기로 했다. 계산을 마치고 텅빈 대기실

을 거쳐 나무문을 열고 다시 나무 계단

을 조심스레 내려온다. 문을 닫자 인기척

이 사라져 방금 식사를 했던 브뤼겐 유

적지 목조 건물 레스토랑이 마치 먼 곳

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계단 옆에 

있는 대형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매만지

고 다시 어둑한 골목길로 나왔다. 

그동안 비가 그쳐서 밖에는 청명하고 차가운 공기가 어둠

을 감싸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을 군데군데 작은 조명들이 

밝히고 있는데 내가 빠져 나가야 할 골목 어귀에 대여섯 명

의 남성들이 둥그렇게 모여 서서 한창 얘기에 열중하고 있

었다. 다들 체격이 큼직하고 중후한 노르웨이 중년 남성들

이었다.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보니 하도 커다란 체격들이라 

그 사이를 뚫고 나가거나 주위를 돌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골목을 꽉 막고 있어 나는 내심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 가자 아저씨들은 고개를 돌려 돌아

보더니 정중히 목례를 하면서 일제히 골목 양쪽으로 비켜

서 주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재빨리 몸 뒤로 담배를 감

추기도 했다. 나도 고마워서 목례를 하고 사뿐히 골목을 빠

져 나왔다. 

베르겐에 와 며칠 지내면서 여기저기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 남자들의 사교였다. 어

디를 가든 여자 없이 덩치 큰 남자들만 5-6 명에서 8-10 명

까지 카페나 식당에 모여 있는 것을 자주 본다. 그들은 둥그

렇게 모여 앉아서, 혹은 둘러 서서 뭔가 이야기에 열중하고 

39.  베르겐 어부들?

있으며 그런 모습은 깨뜨릴 수 없는 하

나의 단단한 공동체처럼 보였다. 남자들

끼리의 유대감이 매우 끈끈하게 보였는

데 전통적으로 어업에 종사해 온 지방이

라서 그럴까? 덩치 큰 남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

면 대구 잡는 어부들이 모여 있는 것 같

은 착각이 들었다. 

나는 골목을 나와 브뤼겐 거리를 걸어

가며 환히 불을 밝혀 놓은 선물 가게들 

안을 들여다 보았다. 특산물 모직 스웨터

를 비롯해 갖가지 크리스마스 상품들이 

가게 마다 가득찼다. 귀여운 장난감들, 앙증맞은 크리스마

스 장식들, 노르웨이 국기를 수놓은 털 모자, 두툼하고 따뜻

해 보이는 베르겐 산 모직 담요, 브뤼겐 목조 건물을 작은 모

형으로 만들어 놓은 기념품, 그 옛날 베르겐으로 항해 했던 

한자 상인들의 범선인 듯한 배의 모형 등 예쁘고 재미있는 

물건들이 끝없이 진열되어 있었다. 

브뤼겐을 나와서 광장을 가로질러 호텔로 돌아간다. 낮에

는 제법 돌아다니던 중국 관광객 젊은이들도 간 곳이 없었

고,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 한적한 베르겐 밤거리에는 불을 

밝혀 놓은 작은 가게들만 눈에 띌 뿐이었다. 한 귀퉁이에 조

그만 핫도그 가게가 있어서 가 보았다. 노먼 록웰 그림을 이

용해 핫도그 종류와 가격을 전시해 놓은 것이 재미있었다. 

노르웨이 핫도그는 어떻게 만드나 보았더니 미국 핫도그와 

다를 것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팬에 소세지가 잔뜩 올려

져 있는데 다만 그 사이즈가 굉장했다. 평소 먹던 미국 핫도

그의 서너 배는 될 것 같은 대형 사이즈이다. 크기와 길이가 

열 배는 족히 넘을 만한 초대형 사이즈도 있었다. 노르웨이

어로 적혀 있는 핫도그 종류만도 열 가지가 넘어서‘음, 여기

도 핫도그 열기가 만만치 않군’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먹음직한 것으로 하나 사 먹고 싶었지만 막 저녁식사를 마

친 배가 너무 불러서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Norway in a Nutshell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