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시장

암스테르담 싱겔
해외여행을 할 때 꼭 가고 싶은 곳이 그 지역 시장이다. 역사가 오래된
재래시장이라면 더 좋다. 시장은 현지인들이 자주 가고 그들의 삶이 가장 잘
투영되는 곳이다. 여행자로서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다. 주민들의
생활이 지역 특산물과 함께 고스란히 녹아있는 시장을 가 본다면 현지인 생활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어느 곳을 가든 여행에서는 이방인의 눈으로 현지인의 삶을
바라보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다.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본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외국에 갔다면
시장을 가 보자.
글 · 사진 조보희 기자

1 가게 천장을 장식한 말린 꽃
2 가게 앞에 진열된 다양한
화초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3 화려한 꽃 사진으로 눈길을
끄는 꽃씨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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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유럽의 경제적 패권을 쥔 나라는 네덜란드였다. 일찌감치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한 이곳에서
1630년대 유례없는 호황이 찾아왔다. 당시 귀족과 신흥부자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었고, 이들은 16세기에 터키에서 들어와 수요가 급증하고 있던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튤립만 사
면 가격이 치솟아 차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튤립은 투기 광풍에 휘말렸다. 공급이 부족해지자 튤
립의 뿌리를 살 수 있는 권리도 거래 대상이 됐다. '옵션거래'의 시초다. 튤립가격은 하루에 3배씩 오르기
도 했고 튤립 한 뿌리를 집 한 채와 바꾸는 일도 일어났다. 그러나 몇 년 뒤 꽃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싸졌
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튤립 가격은 대폭락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도 투기 거품 얘기가 나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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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거론되는 '튤립 버블'이다.
152 201903

3

201903 153

또 운하 옆쪽에는 화려한 꽃 사진이 인쇄된 꽃씨봉투가 잔뜩 꽂힌 진열대가
있어 씨를 뿌려 꽃을 피우고 싶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꽃이 그려진 봉투마
저도 꽃 못지않은 화려함을 뽐낸다.
아쉽지만 꽃씨와 생화, 구근의 국내반입은 금지된 경우가 많으니 구매에 주의
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또 다른 상징인 나막신 '클롬펀'을 잔뜩 매달아 놓은 가게도 있다.
색깔도 여러 가지고 크기도 1ｍ가 넘는 대형 사이즈부터 보통 신발 크기, 앙증
맞은 미니 나막신까지 다양해 기념품으로 구입하기 좋다. 나막신은 땅이 낮아
항상 물과 전쟁을 벌였던 네덜란드인들이 습기를 방지하고 발을 따뜻하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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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신어왔는데 현재도 작업을 할 때나 농촌에선 애용되
고 있다고 한다.
치즈 가게도 많다. 둥그렇게 만든 대형 치즈들이 진열대에 줄지어 서서 팔리기
만을 기다리고 있다.
싱겔 꽃시장은 암스테르담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늘 관광
객과 현지인들로 북적인다. 그러면서도 항상 청결하고 밝은 분위기다. 농업선
진국다운 시장 풍경이다.
시장을 떠나며 튤립 버블이 떠올랐다. 새삼스럽지만 꽃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
라 감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까.

1 싱겔운하와 그 옆에 진열된 꽃씨 봉투
2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대형 나막신
3 판매용 알뿌리에는 미래에 피게 될
꽃의 사진이 꽂혀 있다.
4 화초를 사는 현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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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은 오래전에 꺼졌지만, 네덜란드의 튤립은 여전히 세계적
인 관심거리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대의 꽃 수출국이며, 세계
꽃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튤립은 80%를 생산한다.
자연히 수도 암스테르담은 지금도 꽃시장이 큰 볼거리다.
사방이 운하로 이어진 암스테르담. 그중 가장 오래된 싱겔운
하를 따라 문트탑에서 코닝크스 광장까지 펼쳐진 싱겔 꽃시
장은 싱그러운 꽃향기로 뒤덮인 '꽃의 천국'이다.
다양하고 화려한 빛깔의 튤립은 물론 백합, 해바라기, 나르시
스 등 다양한 생화와 말린 꽃, 선인장, 씨앗, 구근, 분재 외에
도 각종 기념품이 앞다퉈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가게마다
빼곡히 들어찬 갖가지 꽃들이 길을 따라 끊임없이 이어져 있어
걷기만 해도 예쁜 정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오래 걸어 다리가 아프다면 곳곳에 있는 노천카페에 앉아 여
유 있게 차를 마시며 꽃을 구경해도 좋겠다.
가게마다 양파처럼 생긴 각종 알뿌리(구근)를 가득 담아놓은
상자에 다양한 꽃 사진을 꽂아 둔 것이 눈에 띈다. 뿌리 생김
새는 비슷해도 피는 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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