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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오디샤 주 골든 트라이앵글 종주기
인도 동부 오디샤 주의 부바네스와르와 코나르크, 푸리를 잇는 삼각길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모험길이자 고대인들이 신과의 영적 조우를 꿈꾸며 만든 신전과 

이들 신전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신화 이야기를 좇아가는 매혹의 순례길이다.   

A pilgrimage in the Indian state of Odisha follows a trio of enticing towns 
enriched with temples and myth. A relatively unexplored Indian journey, the 
path from Bhubaneswar to konark to Puri can lead to spiritual epiphany.

Golden Triangle      
of th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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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 구름이 온통 하늘을 뒤덮은 날 아침, 나는 코나르크의 찬드

라바가 해안에 서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던 비는 

곧 폭우로 변할 기세였는데, 고깃배 주변에 모여 앉아 바다를 바

라보는 어부들은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다. 그때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망중한을 즐기던 몇몇이 해안에 자리한 태양신전으

로 자리를 옮겼다. 나도 그들을 따라가 보았다. 

일찍이 타고르가 “돌의 언어가 사람의 언어를 초월한 곳”이라 

했을 만큼 아름다운 석조 신전. 나와 동행한 여행 가이드는 인도

의 신전이라면 으레 한두 개쯤 품고 있는 비화를 들려주었다. 이 

웅장한 신전을 세우기 위해 1200명의 노동자가 꼬박 12년 동안 

노역에 동원되었다는 것, 건축비만 해도 주정부 세입의 12년치

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는 것. 비록 곳곳이 훼손된 

상태지만, 벽마다 화려하게 조각한 동물, 새, 신과 인간, 왕의 정

교한 형상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신전은 원래 아까 내가 잠깐 섰던 해안까지 뻗어 있었으나, 바

다가 육지를 몇 킬로미터 잠식하면서 결과적으로 영역이 줄어들

었다. 지난한 역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신전은 태양신 수리아에게 헌정된 곳이다. 태양신이 두 아내인 

치하야, 산디아와 머무는 보금자리. 아내의 이름은 각각 ‘그림자’

와 ‘저녁’을 뜻하니 사뭇 상징적이다. 이들이 함께 하는 신전은 열

기와 서늘함, 의식과 무의식이 공존하고 있다.

코나르크 태양신전은 끝없이 반복되는 삶의 윤회를 상징하는 

요소가 가득했다. 신전의 동서 축은 12쌍의 거대한 바퀴로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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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사리를 차려입고 코나르크 태양신전을 거니는 여인들. 13세기 사암으로 건축한 

태양신전은 수많은 조각으로 유명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위, 아래). 오디샤 주 

부바네스와르의 무크테스바라 신전 역시 화려한 조각이 눈을 사로잡는다(왼쪽 페이지 위).    

Women in colorful saris at the Konark Sun Temple,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built of sandstone in the 13th century (above, below).  
Muktesvara Temple in Bhubaneswar, Odisha, India (opposite above).

39MORNING CALM  juLY  2012

It is a dull gray morning when I step onto the 
Chandrabhaga beach in Konark. The mild drizzle of 

early morning seems all set to turn into a downpour. Small 
groups of fishermen are sitting clustered around their 
boats, looking at the sea with worried eyes. The few fami-
lies dipping their feet in the cold waters begin to make their 
way to the sun temple on the shore and I follow them.

The tourist guide I hire for the morning spins out the kind 
of stories usually associated with all Indian temples. Of 
this magnificent temple, he says, 1,200 workmen toiled for 
12 years, using up 12 years’ worth of state revenue. Today, 
despite parts of it being in ruins, the temple still evokes 
awe, with its lush carvings all around the walls — animals 
and birds, gods and humans, kings and commoners.

It is believed that the temple was originally constructed 
right on the shore where I stood earlier, until the sea reced-
ed a couple of kilometers sometime in the past. European 
sailors were said to use this “black pagoda” as a naviga-
tional point in the sea. This temple is dedicated to the sun 
god Surya who resides there with his two wives Chhaya 
and Sandhya. The scorching, all-powerful sun with his 
soft, gentle consorts — shade and evening. Heat and cool. 
Life and stupor.

가는 마차 형상으로 축조했다. 낮 동안에는 시간에 따라 해가 이

동하면서 신전 주변에 햇살이 내리쬔다. 덕분에 신전이 해시계의 

역할을 했다. 바퀴살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가늠한 

것이다. 벽의 눈높이 지점에는 남녀상열지사를 묘사한 조각이 새

겨져 있다. 가이드가 “옛날에는 자연스러운 애정 행위로 여겼다”

며 “요즘 사람들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땅 사실 오디샤의 주도(州都) 부

바네스와르의 공항에 도착한 것은 그저께다. 부바네스와르는 며

칠간 머무르며 둘러볼 만한 멋진 신전이 꽤 된다. 그중에서 조용

하고 고즈넉한 신전을 찾아 라자라니 만디르로 향했다. ‘왕과 왕

비의 신전’이라는 뜻을 지닌 신전은 마침 아침 나절에 소나기가 

내린 터라 더욱 아름답고 청명하게 빛났다. 특히 적갈색 돌들이 

매끄럽게 반짝이며 눈부심을 더했다. 이 돌은 ‘라자라니야’라는 

석재(石材)로, 신전의 이름도 돌의 이름을 땄다고 한다. 

신전 벽에 새긴 조각들은 코나르크 태양신전의 조각 못지않게 

정교하고 섬세했다. 다른 점은 애정 행위를 묘사한 형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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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대신 호리호리한 허리를 뽐내며 관능적인 몸짓으로 춤추

는 요정들이 있다. 인도 전통 무용 오디시의 춤사위도 이 요정들

의 자태를 토대로 탄생했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길을 나서 코나르크까지 간 다음, 그곳

에서 다시 차를 달려 자간나트 신전으로 유명한 푸리로 향했다. 

이름대로 자간나트 신에게 헌정한 신전은 몸을 가누기가 힘들 만

큼 사람이 많았다. 나는 맞은편에 위치한 라구난단 도서관으로 

갔다. 몇 루피를 내고 도서관 위층에서 내다보니 한결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신전의 전경을 훤히 감상할 수 있었다. 

경건한 신전을 벗어나 푸리의 해안으로 가자 전혀 다른 세상

이 펼쳐졌다. 해안을 찾은 가족들이 파도를 타며 신나게 물놀이

를 하다가 노점에서 갓 사 온 패스트푸드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

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왔다는 외국인들도 보

였다.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인도까지 날아와 몇 주, 길게는 몇 

개월씩 정착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흔히 인도의 골든 트라이앵글은 북부의 뉴델리, 아그라, 자이

푸르 삼각지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부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골든 트라이앵글 지대를 경험해 보는 게 어떨까? 부바네

스와르에서 코나르크, 푸리로 이어지는 한결 고즈넉하면서도 북

부의 트라이앵글 못지않은 매력을 머금은 신비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글 차루케시 라마두라이 사진 파브리스 디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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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at is what Konark is all about: the never-ending 
cycle, the ever-moving rhythm of life. The east-west axis of 
the temple is shaped like a chariot on 12 pairs of immense 
wheels, the rays of the sun following the circumference 
of the temple as the day progresses. The carvings, at eye 
level, are of an extremely erotic nature, something that 
takes many a visitor by surprise. My guide says, “In those 
days, they thought of this as natural and joyful, nothing to 
be embarrassed about as we are in modern times.”

Sacred Serenity I had landed the day before 
at Bhubaneswar’s small airport. This state capital has 
enough temples of its own to make it worth spending a few 
days here. I head to the Rajarani Mandir, literally, “king and 
queen temple.” This one is a beauty, the red-brown stone 
smooth and shiny after the fresh showers of the morning.

The carvings on these walls are as intricate as those 
in Konark, except that there is no sexual imagery here. 
Instead, there are dancing nymphs with slender wais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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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ual poses. Also unlike Konark, this temple is empty 
but for a few loners sitting on the steps staring into space 
and couples who use its verdant lawns as a rendezvous 
point. In fact, the city itself is uncrowded and unhurried, for 
me a wonderful change from the bustle of the big city.

The next day I arrive in Puri, most famous for its temple 
dedicated to Lord Jagannath. The crowds are difficult to 
handle so I head for the Raghunandan Library right oppo-
site. A few rupees change hands and soon, from a peace-
ful location at the upper-floor window I get a good view 
of the temple. The beach at Puri is a world away from the 
piety of the temple, full of families frolicking in the waves 
and tucking into the tongue-tickling fast food bought from 
vendors. It is also filled with Israeli and German tourists 
who camp here for weeks and, sometimes, months, deter-
mined to find the spiritual epiphany they came to India for.

When people talk about India’s golden triangle, they 
usually mean the New Delhi-Agra-Jaipur circuit. Instead, 
go east to experience this less explored, less crowded, yet 
equally enticing golden triangle of Bhubaneswar-Konark-
Puri.   By Charukesi Ramadurai Photographs by Fabrice Dimier

오디샤 주 푸리의 해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현지인들(위). 마른 강바닥이 드러난 

찬드라바가 지역의 어촌 마을(아래). 푸리의 사원을 장식한 신상. 해변에서 전통 간식 

‘차트’를 파는 상인. 오디샤 전통 무용 고티푸아(오른쪽 페이지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Women and children on the shoreline at a beach in Puri, Odisha 
(above). A dry riverbed near the fishermen’s villages of Chandrabhaga 
(below). (Opposite clockwise from right) A divinity at a temple in Puri; a 
vendor sells chaat on the beach; gotipua, a traditional dance in Odi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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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뭄바이로 주 3회, 카트만두로 주 2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Mumbai three times and kathmandu twice a week. 

 ●GettING theRe Fly to 
Bhubaneswar direct from 
Mumbai on Air India, IndiGo or 
Jet Konnect. Konark is just 
over 60km away, an hour and 
half away from Bhubaneswar, 
the nearest airport and also 
home to a large railway station. 
Puri, with its beautiful beach, 
and the Jagannath Temple is 
just 35km away, an hour’s drive 
from Konark along the coast. It 
is best to hire a car from 
Bhubaneswar for the entire trip 
until you get back, as bus 
service is irregular. A much 
cheaper way to travel is to take 
the package tour offered by 
Odisha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www.orissa 
tourism.gov.in/new). These 
tour buses start from the 
government-owned 
guesthouse and OTDC office 
Panthanivas (at Bhubaneswar) 
or can be booked over the 
phone. The tour covers all main 
areas of tourist interest. 

 ●wheRe tO StAY The 
government-run Panthanivas 
is present in all three towns and 
is of decent quality, even 
though the exteriors do not 
inspire much confidence. It is 
best to base yourself in 
Bhubaneswar or Puri where 

facilities are better for visitors. 
The Mayfair Hotels and 
Resorts in both Bhubaneswar 
and Puri (www.mayfairhotels.
com) are upscale options. In 
Puri, the Chanakya BNR Hotel 
(www.chanakyabnrpuri.com) is 
right by the sea and is a favo-
rite among locals for its old-
world charm. The Maharaja’s 
former summer palace has 
been converted into a heritage 
hotel, the Fort Mahodadhi 
(www.fortmahodadhi.com). 
The Lotus Eco Village 
(www.lotusresortkonark.com) 
at Ramchandi Beach, closer to 
Konark, is new and offers 
cottages with views of the sea.

●SIGhtS On the way from 
Konark to Puri, you can stop at 
your own private beach. The 
Ramchandi Temple, 8km from 
Konark, is a popular picnic 
spot. Konark also hosts a clas-
sical dance festival every 
winter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un temple. Pipili, about 
20km from Bhubaneswar,         
is famous for its cloth 
patchwork umbrellas and 
brightly colored bags.

자세한 문의는 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www.kaltour.com

코나르크 태양신전

Konark Sun Temple

 ●찾아가는 길 뭄바이에서 

부바네스와르까지 인도항공, 

인디고 항공, 제트 코넥트가 

직항편을 운항한다. 부바네스와르는 

코나르크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과 

대형 철도역이 있는 곳으로, 

코나르크까지는 한 시간 반가량 

소요된다. 아름다운 해안과 자간나트 

신전으로 유명한 푸리는 

코나르크에서 해안을 따라 한 시간 

정도 달리면 닿을 수 있다. 이 세 

지역을 여행하려면 부바네스 

와르에서 차를 빌려 전체 여정을 

마친 다음, 다시 부바네스와르까지 

돌아오는 것이 낫다. 좀 더 저렴하게 

여행하고 싶다면 오디샤 관광개발 

공사(www.orissatourism.gov.in/ 

new)의 패키지 투어에 참여하는 게 

좋다. 이 여행은 국영 게스트 

하우스와 관광개발공사 사무실이 

위치한 부바네스와르 내 

판타니바스에서 출발한다. 1일 여행 

비용은 300루피(한화 약 6300원) 

이며, 주요 명소를 모두 경유한다.

 

●추천 숙박지 정부가 운영하는 

판타니바스는 세 도시 모두 자리하고 

있다.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 비교적 

잘 조성돼 있는 부바네스와르나 

푸리에 여정을 푸는 것이 좋다. 

추천하는 고급 숙박 시설로는 

부바네스와르와 푸리에 있는 

메이페어 호텔 앤 리조트(www. 

mayfairhotels.com)가 있다. 

푸리에서는 바닷가 바로 옆에 

위치한 차나키아 BNR 호텔(www. 

chanakyabnrpuri.com)이 좋다.  

포트 마호다디(www.fortma 

hodadhi.com)는 인도의 왕이 

사용하던 여름 별궁을 개조한 

호텔이며, 코나르크 인근의 람찬디 

해안에 새로 들어선 로투스 에코 

빌리지(www.lotusresortkonark.

com)에서는 바다 경관을 감상하는 

오두막 별장도 이용할 수 있다. 

●주변 여행지 코나르크에서 푸리로 

가는 길에 있는 해안은 마치 개인 

별장에 딸린 바다처럼 호젓한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다. 

코나르크에서 불과 8킬로미터 

거리에 자리한 람찬디 신전은 

현지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인기다. 

또한 코나르크에서는 매년 겨울 

태양신전 앞에서 전통 무용 축제를 

개최한다. 부바네스와르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피필리는 

우산과 천 가방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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