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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헤운하를따라가는보트투어는여행의백미다

벨기에 브뤼셀 중앙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반겨준(?) 건 짚시 여인이었다 벨기에는

한국에서가는직항편이없다 우리는파리북

역에서기차를타고들어갔다 파리북역과브

뤼셀 중앙역 모두 짚시와 소매치기로 악명 높

은곳이다

캐리어를 끌고 역을 지날 때 소문대로 아이

를품에안은젊은짚시여인들이손을내밀며

다가왔다슬픈눈빛을한그녀가품에안은아

이가 왠지 안쓰럽다 싶었는데 자세히 보다 깜

짝 놀랐다 사람과 너무 똑같이 생긴 인형이

었다

역에서진짜반가운얼굴을만났다 만화주

인공 땡땡이다 땡땡은 벨기에가고향이다

어렸을때열심히봤던 개구쟁이스머프가태

어난곳도바로벨기에다

벨기에는 정치 및 경제의 중심인 유럽연합

(EU)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있

는 국제도시다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화

려한 볼거리가 가득한 파리에 비해 브뤼셀은

좀 더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이었다 관광객들

이 들르는 유명 관광지도 대부분 도보로 둘러

볼수있어여행하기에도좋다

작은파리로불리는브뤼셀에서가장유명

한 곳은 그랑플라스다 세계적인 대문호 빅토

르위고가 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광장이라

고 극찬한 곳이다 광장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모

습이 웅장했다 그랑플라스와 15세기부터 조

성된 시청사 왕의 집 길드하우스 등 오래된

건축물은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한밤의 그

랑플라스는 또 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2년에

한번씩 8월이 되면 광장 전체가 꽃밭으로 변

신한다고한다

그랑플라스에서조금만걸으면만나는오줌

싸개동상 세계 3대 실망거리중하나라는놀

림을 받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작았던 오줌

싸개 동상은 오히려 앙증맞아서 재미있었다

가는 길에는 만지면 행운을 불러온다는 브뤼

셀 영웅 에베라르트 세르클래스의 조각상도

만날수있다

미로처럼 얽혀 있는 그랑플라스 주변 거리

들은어느곳으로들어서도흥미롭다

고전미술관 현대미술관 뫼니에미술관 위

르츠미술관등네개의미술관으로이뤄진벨

기에 왕립미술관을 지나 마그리트미술관으로

향했다벨기에는 마그리트의고향이다 이것

은파이프가아니다 빛의제국 등그의대표

작을 비롯해 각종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미술

관은 명성에 비하면 다소 소박한 느낌이 들었

지만 알찬 전시 구성으로 흥미로웠다 인근에

는 아름다운 풍경의 예술의 언덕 악기박물관

등볼거리가다채롭다

브뤼셀은맥주로유명하다 감자튀김 와플

홍합요리 역시 브뤼셀을 찾은 이들이 꼭 먹고

가는음식이기도하다

벨기에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브뤼

헤다 한국을 떠나기 전 영화 킬러들의 도시

를 봤다 벨기에를 방문하면 당연히 브뤼헤를

들러야하고 브뤼헤를 가려면 당연히 이 영화

를 봐야한다는 지인의 강력한 추천이 있어서

였다

콜린퍼렐이주연을맡은 킬러들의도시는

영국에서대주교를암살한킬러들이브뤼헤로

도망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자체도흥미롭지만 2시간내내펼쳐지는

브뤼헤의풍광은기대감을높이고도남았다

브뤼셀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브뤼

헤는중세모습을그대로간직하고있어 뚜껑

없는박물관이라불리기도한다

브뤼헤의 중심인 마르크트 광장은 화려한

고딕양식의주청사건물과거대한종탑등아

름다운 건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14세기 벨기

에의 영웅 얀 브레델과 피터 코닝크의 동상이

서있다

브뤼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보트

투어(8유로)다 40분간이어지는투어는브뤼헤

곳곳의 운하를 따라 이어진다 머리가 닿을 듯

낮은 다리 밑을 지나고 스쳐 지나가는 중세풍

건물들의자태가시간의흐름을잊게만든다

먼저 브뤼셀로 떠난 일행과 헤어져 걷다 길

을잃고한참을헤맸다한데 오히려생각하지

못한 공간과 건물들을 만나면서 더 흥미로운

산책이 됐다 현대 미술과 만난 15세기 성당

좁은 골목길의 예쁜 건물 아기자기한 소품으

로가득찬가게잘갖춰진쇼핑가와음식점까

지 하루쯤묵으며한밤의브뤼헤 이른아침

의브뤼헤까지만끽하고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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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그랑플라스광장

15세기 시청사왕의집등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지정

박물관마그리트미술관도

뚜껑없는박물관 브뤼헤

40분간의보트투어 백미

봉주르! 프랑스벨기에

브뤼셀브뤼헤글사진김미은기자

<하> 벨기에

브뤼헤마르그트광장은중세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공

간이다

브뤼셀 그랑플라스는 빅토르

위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

다운광장이라칭했던곳이다

벨기에가 고향인 땡땡은 벨

기에의 마스코트다 맥주의 나

라벨기에술집에서만난땡땡

벨기에오줌싸개동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