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known World

Belém

아마존의 관문, 벨렝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아마존 강 하구에 위치한 도시. 오랫동안 아마존의 카카오와
고무를 실어 나르는 항구였으며, 오늘날에는 브라질 북부 파라 주의 독특한 음식 문화와
역사, 물소 관광을 체험하려는 여행객의 발길이 가장 먼저 닿는 곳, 바로 벨렝이다.

Gateway to
the Amazon

Belém, in northern Brazil, is where the Amazon meets the Atlantic.
Historically the port from where cacao and rubber were shipped around the
world, today it is a base for discovering Pará State’s food and history.

아직 이른 새벽임에도 베르오페주 시장 위로 햇볕이 뜨겁게

There is a bright, burning sun at Ver-o-Peso Market,

내리쪼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노천 시장

even at daybreak. Thick beads of sweat pour from the

중 하나인 이곳으로 뱃사람들이 아사이베리를 싣고 내리는

brows of rugged açaí merchants as they transport their

동안, 적색, 녹색 등 다채로운 색감으로 장식한 배들은 일렁이는

morning haul into one of the largest open-air markets in

파도에 맞추어 춤추듯 흔들거렸다. 한편에서는 노점상들의

Latin America. Basket after basket of the fruit is feverishly

구수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허기진 사람들이 갓 구운

unloaded from red and green riverboats constructed

크레이프와 커피로 바쁜 하루를 시작하려고 몰려들었다. 		

from sapucaia and itauba wood, docked and dancing in

이 혼잡함이야말로 바로 벨렝의 진짜 모습이다.

the waves to their own aquatic samba. I am mesmerized

브라질 파라 주의 주도 벨렝은 카카오, 인디고 물감, 동물

by the tropical mechanics of it all, that is, when I am not

가죽을 유럽으로 수출하며 큰 부를 누렸다. 하지만 그 수요가

nearly losing my footing on the occasional runaway berry,

줄어들면서 벨렝은 아마존에서 채취한 고무를 수출하는

squashed underfoot and staining the concrete.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 내 고무

Nearby, the racket of Brazil nuts — known as

수요가 급증했는데, 당시 고무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은 아마존

castanhas-do-pará — being cracked from their shells

분지뿐이었다. 그리하여 벨렝은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했고,

forms a rowdy dawn chorus. The cacophony is heightened

세계적 무역 도시로 명성을 쌓았다. “벨렝은 고무 산업의

by gaggles of people shouting and the waters of Guajará
Bay slapping against the docks. Manioc roots, fish heads
and other exotic products are chopped, while the songs of

feirantes (street vendors) abound. They slam down cups
of hot cafèzinhos (Brazilian coffee) and plates of breakfast
crepes onto counters swarmed by hungry marketgoers
jump-starting their day.
The capital of the Brazilian state of Pará, Belém is
one of the two busiest gateways to the Amazon jungle.

벨렝 도심에는 이탈리아 양식이나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은 물론,

República, the Theatro da Paz is a testament to

Founded in 1616, Belém was one of the first cities to thrive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왼쪽 페이지). 지역 특산물을 파는 노점상들(위).

the opulence of the rubber boom. The theater’s

along the Amazon River by exporting cacao, indigo and

The modern city’s skyscrapers surround the Italianate and
neoclassical buildings of central Belém (opposite).
Street vendors peddle fresh local produce (above).

Italianate design boasts elaborate columns,

animal skins to Europe. When those trades declined, the

busts and crystal mirrors. Although the

city turned to exporting Amazon rubber. There was a high

building remains one of northern Brazil’s

demand for rubber in Europe at the turn of the 19 century,

most important cultural icons, the fortunes

th

and at the time it could only be found in the Amazon Basin.

중심지로 이름을 알리면서 도시 개발에 필요한 큰돈을 벌 수

of the city that built it have not fared

This resulted in explosive growth and prosperity for the

있었어요.” 벨렝 주민 카이우 기마랑이스의 말이다. 1874년

quite so well. When rubber tree seeds

city. Belém was on top of the world.

완공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파스 극장은 이 황금시대에 벌어들인

smuggled from Brazil began to prosper

자본으로 세운 상징적 건축물 중 하나다.

in Malaysia, Sri Lanka and Africa in

“Historically, Belém played a major role in the rubber
industry,” explains Belém native Caio Guimarães, a

헤푸블리카 광장에 위치한 파스 극장은 웅장한 기풍과 정교한
조각 등 이탈리아 건축 양식의 정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on latex was over. Belém fell

microbrewery. “And because we were known as the rubber

이 우아한 건물은 여전히 브라질 북부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hard. If it were not for river

capital, we received a good deal of money for development.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를 가능케 했던 벨렝의 경제 상황은 예전

commerce, tourism

Belém was the first city in Pará to get electricity.” It was

같지 않다. 19세기 후반 브라질 고무나무 씨앗이 밀반출되면서

and the city’s

with money made during that golden era that one of

브라질의 화려했던 고무 독점 시대는 막을 내렸고, 벨렝의 경기도

unique culinary

Belém’s most important landmarks, the neoclassical

급속도로 악화됐다. 아마존 강을 따라 이뤄진 교역과 관광업, 이

delights, Belém

Theatro da Paz was completed in 1874.

도시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아니었다면, 벨렝은 아마 끝끝내

may not have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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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ão Paulo

the 1910s, the Brazilian monopoly

marketing manager for Amazon Beer, the city’s beloved

Anchoring the city’s gorgeous main square, Praça da

Belém

BRAZIL

식량, 이동 수단으로 기르며 살아간다고. 물소 스테이크와 물소
젖으로 만든 치즈는 이 섬만의 별미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지역

Belém to Ilha de Marajó, a river island nearly as large

경찰도 물소를 타고 다닌다. 오늘날에는 외지인이나 외국인

as Switzerland, at the mouth of the Amazon River. Here,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가 됐지만, 물소가 한때 이 섬의 유일한

buffalo outnumber people. The Marajoara (population

이동 수단이었던 만큼 예전에는 경찰이 물소를 타고 치안 활동에

250,000) keep the domesticated animals (population

나섰다고 한다. 지금도 수로나 도로로 닿기 힘든 섬에 갈 때면

600,000) to race, eat and use as transportation. Buffalo

주민들이 종종 물소를 이용한다고 안내원이 귀띔했다.

steaks and cheese are island delicacies, and police even

물론 물소를 타볼 절호의 기회를 놓칠 내가 아니다. 안내원이
데려온 1000킬로그램에 육박하는 물소를 타고 마리냐지소리

CULINARY COMA Today, all three of those saving graces

물소 달구지. 한때 물소는 이 섬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다(오른쪽 페이지).

collide at Ver-o-Peso, a bustling hub of river commerce,

Açaí merchants at the bustling Ver-o-Peso Market (above).
On the expansive river island of Ilha de Marajó, buffalo outnumber
people and are an integral part of everyday life (opposite).

Belém’s biggest tourist attraction and a gourmand’s
dream. The city is one of Brazil’s most popular culinary
destinations, and the Paranaense, as the locals are
known, are hell-bent on keeping their culinary scene

독특한 식문화 반길 만한 변화가 일어난 때는 도시 외곽

local and traditional. “My menus are 90 percent inspired

지역에서 거둬들인 농산물이 벨렝에 위치한 식당으로

by the region where I was born and live,” says chef Thiago

공급되면서부터다. “제가 하는 요리의 90퍼센트는 이 지방에서

Castanho, whose restaurant, Remanso do Bosque,

영감을 얻은 겁니다.” 벨렝을 세계적인 미식 도시의 반열에

helped put Belém on the world food map. “In Remanso do

올리는 데 한몫한 고급 식당 ‘헤만수 두 보스키’의 주방장

Bosque, you can taste Amazon fish roasted over coals, a

치아구 카스타뉴의 말이다. “저희 식당에서는 석탄 불에 구운

common way of eating in the lower Amazon region where

아마존 생선을 맛볼 수 있답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인 아마존

my father came from.”
At the restaurant, I gorge on tacacá, a soup made from

저지대에서 흔히 사용하는 조리법이지요.”

jambu (a mouth-numbing indigenous herb), tucupi (a

카스타뉴 덕분에 타카카 수프로 배를 채운 나는 밀려오는
식곤증을 이기지 못하고 한숨 푹 잔 후 아마존 강 하구에 위치한,

manioc broth) and dried shrimp. While açaí is sweetened

마라조 섬을 향하는 연락선에 올랐다. 벨렝에서 배로 3시간 반

with honey, bananas, granola and syrup in the rest of the

거리에 위치한 이 섬은 면적이 스위스만 하며, 물소가 사람보다

country, here it is served in its raw, unsweetened form

더 많다고 한다. 섬 주민 25만 명이 물소 60만 마리를 가축이자

alongside fish, shrimp and sun-dried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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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 the animals, although these days it is mostly for show.
I cannot miss the chance to ride a buffalo myself, and

수렵채취 보호구역으로 향했다. 맹그로브 늪과 해변을 보호하기

my guide offers up an intimidating, nearly 1,000kg beast

위해 지정된 26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보호구역으로,

named Louro José. We ride to the Reserva Extrativista

압도적인 절경이 이동하는 내내 펼쳐졌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Marinha de Soure, a 66-acre reserve, protecting mangrove

물속에서 자란 거대한 맹그로브 나무가 감탄을 자아냈다.

swamp and beach just outside Soure, the island’s capital.

정신을 놓은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곧 고이아바우 해변에

Soon we reach Praia do Goiabal, a picture-perfect spot

도착했다. 모래사장이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이 해변은 그

where golden sand is lined with mangroves and coconut

자체만으로도 가히 절경이었으나, 눈앞으로 흐르는 고고한

palms. The setting is amazing enough, but considering

물줄기가 바다가 아니라 파라 강이라는 사실은 내가 이제까지

that the body of water in front of me is not an ocean but the

보았던 그 어떤 수변 풍경보다 이곳을 더 특별히 기억하게 했다.

Pará River, it is the most unique beach I have ever seen. 		

글 케빈 라웁 사진 프레데리크 르글랭

베르오페주 시장의 아사이베리 상인들(위). 아마존 강 하구에 위치한 마라조 섬의

Having slept off my food coma, I catch the ferr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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