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오르한 파묵의 도시, 이스탄불
이난아(터키문학박사)

최근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과거와 현재가 잘 공존하고 있는 도시는?’이라
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네티즌이 터키(이스탄불)라고 투표한 것을 본 적이 있다.

Q.과거와 현재가 잘 공존하고 있는 도시는?1)
네티즌 투표
14.08.08~14.08.22| 총투표 7,027명
1 터키 (이스탄불) 43% (3017건)
2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24% (1694건)
3 상하이 (중국) 12% (824건)
4 톨레도 (스페인) 10% (692건)
5 쿠스코 (페루) 7% (517건)
6 쿠트나호라 (체코) 4% (283건)

이 투표에 참가한 네티즌들이 과연 이스탄불에 다녀 온 건지, 아니면 방송이나
언론 혹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스탄불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
를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표를 하게 된 걸까?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답변은 나를 미소 짓게 했다. 이스탄불은 제가 유학한 곳이고, 요즈음은 일 년에
서너 번은 다녀오는 곳이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도시이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이스탄불이 도대체 어떤 도시이기에 위와 같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일까?
이스탄불은 터키 최대 도시로, 지정학적으로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자
리 잡고 있다. 흑해와 에게 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항해하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동시에

1)
http://media.daum.net/life/poll?page=1&pid=8a90c43847acce6c0147b2f5063d0003&poll_mode=re
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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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손만 뻗치면 곧 닿을 정도로 가깝게. 세계의 그 어
떤 도시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스탄불은 역사적
으로 많은 민족들의 각축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두 문명과 문화가 만나 번영을 이
룬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실크로드의 종착지로서 동양의 물품들이 서양으로 전달
되는 지역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 오
스만 제국의 수도라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이스탄불이 번영했던 이
유는 바로 이러한 지리적 환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스탄불을, 당시의 이름으로 비잔티움을 제
국의 두 번째 수도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330년 5월 11일 거대한 의식을 행하며
새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천도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도시를 가리키는 다양한 이름
중 하나가 ‘새로운 로마’였다. 어쩌면 이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스탄불과 로
마는 각각 일곱 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로 서로 비교대상이 되었다.
이스탄불의 일곱 개의 언덕 중에

먼저 톱카프 궁전과 아야 소피아가 있는 사라

이부루누 언덕이 있다. 두 번째 언덕에는 쳄베르리타시와 누르오스마니예 사원이
솟아 있고, 세 번째는 베야즈트 사원과 쉴레이마니예 사원이 있는 언덕, 네 번째는
파티흐 술탄 사원이 있는 언덕, 다섯 번째는 야우즈 술탄 사원이 있는 언덕, 여섯
번째는 미흐리마흐 술탄 사원이 있는 에디르네가프 언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자
무스타파파샤 언덕이 있다.

<7개의 언덕을 보여주는 이스탄불 항공사진>2)

2) 출처: http://www.hurhaber.com/istanbul-un-7-tepesi-hangileri/haber-5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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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타 다리 위에서 일곱 개의 언덕들 위에 유적으로 장식된 이 아름다운 회색
실루엣을 보고 있노라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회에 젖게 된다. 이 감회는 고대
도시인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스탄불이 하나로 합쳐진 아름다움에서 비
롯된다고 할 수 있다.
1923년 터키 공화국을 세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1881~1938)에 의해 수도가 아시아 반도의 앙카라로 옮겨진 이후에도 이스탄불은
여전히 무역, 문화, 관광 도시의 메카이며,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계속하
고 있다. 이스탄불 도시의 특징은 한마디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세계 유일무이의 도
시이다.
최근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스탄불은 2010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바 있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동시에 걸쳐 있는 나라가 유럽문화수도가 되었다고? 그
렇다면 이스탄불은 유럽 도시일까? 터키는 유럽연합 가입을 숙원 사업으로 삼고 있
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회원 국가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탄불이 유럽문
화수도로 선정되었을까? 터키는 이슬람 문화 국가이고, 이 때문에 이스탄불이 종교
적, 문화적으로 유럽적 정체성 혹은 요소에 부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역사적
배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스탄불 일부는 유럽대륙에 속해 있고, 과거 동로마제국의
수도 등 유럽문화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얼핏 보기에 이질
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유럽문화수도 선정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는 기본적 조건이 그 도시에 유럽의 문화적 자산과 다
양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스탄불이 이 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이스탄불이 터키 최대 도시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약 1천 4백만 명의 인
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대제국들의 수
도였기 때문에 도시를 구성하는 인종들도 여전히 다양하다. 투르크인이 물론 대다
수를 차지하지만, 쿠르드인, 유대인, 그리스 인, 아르메니아인, 레바논 인들이 공존
하며 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종에 따라 특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들의 종교와 관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도시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그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터키문학사상 최초로 200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Orhan Pamuk,
1952~)을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와의 연결 끈을 계속 붙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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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고, 천착함으로써 자신을 분석했고, 이와 동시에 도시를 읽어낸 작가이다.
그는 여전히 이스탄불에서 머물고, 호흡하면서,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것은 이스탄불이 그에게 있어 도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
지 그가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이스탄불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경험이 담긴
작품들이 이스탄불과 함께 호흡하고 있고, 그의 영혼을 형성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탄불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것,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한 장편소설들
중 『눈』을 제외한 모든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이스탄불이라는 사실이 왜 그에게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지를 증명해 준다. 또한 그는 현재도 이스탄불 중심가에 살고
있으며, 그의 여름 집필실이 있는 곳도 이스탄불 시에 속한 섬이다.
파묵은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젊은 시절 이스탄불을 변방으로 인식하고,
독서 뿐 만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서도 이스탄불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서양으로 여
행을 했었지만, 이제 제게 있어 세계의 중심부는 이스탄불입니다.”라고 단언한 바
있듯이 이스탄불은 오르한 파묵의 문학과 삶의 원천이다. 중심부나 변방이라는 구
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숨 쉬며 살고 있는 도시를 감싸 안을 수 있고, 그
곳에서 평온함과 안정을 찾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오르한 파묵의 작품을 읽으면, 한 도시가 세계적인 작가를 탄생시키는 데 이렇게
나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그의 작품 속에서 이스탄불은 단순
한 도시, 장소가 아니라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거닐고 싶은 문학공간으
로 탈바꿈된다. 파묵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체화해가면서, 그의 작품들
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는 이스탄불을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묘사했고, 사랑
하는 연인들이 거니는 장소들로 가득 찬 공간으로 묘사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작가의 감성으로, 영혼으로 녹여 이를 그의 정체성으로까지 확장시킨다. 즉 파묵에
게 있어 이스탄불은 자아성찰의 대상인 동시에 그가 집요하게 관찰했던 텍스트였던
것이다.
문학작품 속의 공간, 즉 지리적 사실을 잘 활용하면 작품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스탄불 기행은 이러한 점에서 각별할 것 같다. 일례
로, 파묵의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역사 이래로 터키가 겪고 있는 동양과 서양 문명
의 충돌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파묵이 설파하고자 했던 정체성 문제에 대
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스탄불 문학기행을 통해, 과거를 호흡하면
서 현재 터키의 모습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면 분명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이
라고 확신한다.
이스탄불 배경의 작품에 등장하는 장소들과 역사 유적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
물들이 거닐고, 바라보고, 감정을 이입시켰던 공간들이다. 우리는 파묵의 작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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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된 이스탄불 문학 공간들을 기행하면서 끊임없이 이스탄불과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스탄불을 체화하게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
각도 든다. 왜냐하면 문학기행은 이전에 상상력을 통해 이미지화시켰던 공간들을
실체화된 이미지로 제시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파묵의 텍스트에서 형
상화 했던 이스탄불 문학공간들을 거닐고, 호흡하면서 작가와 주인공들의 경험과
삶을 더욱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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