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known World

Northern Anatolia

오스만 제국의 유산
사프란볼루와 아마시아
터키 아나톨리아 북부의 사프란볼루와 아마시아는 과거 실크 로드의 경유지로 번성을 누렸다.
두 도시의 18세기 가옥과 고대 석굴 분묘, 전통 시장에는 터키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Wood, Water
and Stone

Enriched by trade along the Silk Road, the northern Anatolian towns of
Safranbolu and Amasya preserve Turkish history in their elegant 18th-century
Ottoman houses, eerie cave tombs and charming craf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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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만 제국 시대의 예술과 디자인의 정수를 담고 있다. 터키의

Safranbolu’s merchants

다른 지역에서도 오스만 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볼 수 있지만,

built ornate homes of

사프란볼루는 1000여 채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1994년

wood, stucco and stone that stand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다.

as testaments to Ottoman domestic

“오스만 튀르크 사람들은 아주 사교적이었어요.”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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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and design. While you can see

‘메흐메트’라고 소개한 안내원이 주택을 개조한 박물관 		

traditional Ottoman structures elsewhere

‘카이마캄라르’를 안내하며 말했다. 박물관은 전통 의상을 입은

in Turkey, in Safranbolu there are more than 1,000,

인형으로 19세기 아나톨리아 지역의 생활상을 재현해 두었다.

earning the town a place 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이 방은 가족뿐 아니라 손님들이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Ottoman families were very sociable,” says my guide

보낸 공간이죠.” 오스만 튀르크 시대 터키 전통 가옥은 만듦새가

of sorts, who diffidently identifies himself only as Mehmet,

정교하고 우아하다. 세밀하게 조각된 문과 정교한 문양이 들어간

as he shows me around Kaymakamlar, a house-turned-

벽, 자수가 놓인 리넨 제품 그리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museum complete with costumed figures showing
everyday life in 19th-century Anatolia. “See, these rooms
are arranged for all the family, as well as guests, to meet

사프란볼루는 과거 실크 로드의 교역로를 오가던 대상들의 경유지로 번성을
누렸으며, 수공예와 예술, 상업이 발달했다(왼쪽 페이지). 전통 시장의 한 구리
세공인이 작은 작업 공간에서 주전자와 냄비를 만들고 있다(아래).

Safranbolu, Turkey, has a rich tradition of craftsmanship, art and
commerce that grew and flourished along with the town’s position as
an important caravan stop on the Silk Road (opposite). A coppersmith
creates pots and pans in his small work space (below).

사프란볼루의 전통 시장인 ‘아라스타 바자르’의 노점 앞에

It’s been 15 minutes, and I’m still standing before the

15분째 서 있는 중이다. 젊은 여인이 큼지막한 조롱박에 구멍을

same stall in Safranbolu’s Arasta Bazaar watching a young

뚫은 다음 작은 유리구슬 수백 개를 박아서 장식하는 모습을

craftswoman inlay a large dried gourd with hundreds of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서였다. 조롱박으로 만든 전등이나

tiny glass beads in an intricate geometric pattern. I’ve seen

공예품은 터키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만드는 현장을

these gourds elsewhere in Turkey, often lit up as lamps

보는 건 처음인지라 넋을 놓고 구경했다.

and hanging decoratively from trees, but I’ve never seen
one made before my eyes, and it’s a mesmerizing sight.

냄비와 그릇, 터키식 커피 주전자가 빽빽하게 진열된

Nearby, in a stall crowded with pans, bowls and the

가게에서는 구리 세공인이 냄비에 은은한 광을 입히느라
분주했다. 장인의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 위로 오랜 숙련의 시간이

Turkish coffee pots called cezve, a wizened coppersmith

드러났다. 시장에는 ‘사프란볼루’라는 도시 이름의 유래이기도

burnishes a pan to a soft glow, the patience of time written

한 향료 사프란을 파는 가게가 무척 많았다. 사프란과 함께 비누,

on his face. All around me are shops selling saffron, the

로션, 쫀득한 터키 사탕도 팔았다.

rare and valuable spice from which Safranbolu takes its

여느 터키 도시였다면 시장은 선물이나 기념품을 사러 들르는

name, along with soaps, lotions and sticky Turkish delight.
In many Turkish towns, a bazaar might be my last stop,

마지막 장소였을 것이다. 하지만 사프란볼루는 실크 로드를
오가는 대상들의 주요 경유지로 수백 년간 번성한 도시다.

a place to pick up a quick memento before departing. But

수공예와 예술, 상업의 중심지답게 이곳의 시장은 규모도 상품의

here in Safranbolu, which flourished for centuries as a

면면도 예사롭지 않다.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사프란볼루의 옛

caravan stop on the Silk Road, craftsmanship, art and

상인들은 나무와 회반죽, 돌을 이용해 화려한 가옥을 지었다.

commerce have long been woven into the fabric of life.

번영을 구가하던 사프란볼루의 전통 가옥과 공공 건축물은

With the flow of trade came a taste for the good lif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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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njoy time together.”
There’s a delicacy and grace to these houses, with their
finely carved doors, intricate paneling and spacious rooms
lined with benches for easy conversation. I tell Mehmet
I wish my house had as many cabinets as those built into

그때나 지금이나 사프란볼루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대상들의

NOW AS THEN When I arrive in Amasya, another caravan

무역 거점 중 한 곳이었던 아마시아에 도착했다. 돌산 아래로는

trade center east of Safranbolu, the cliff tombs are the first

예실르르마크강이 흐르고, 오스만 제국의 목조 가옥이 강둑을

thing I notice. Eerie and seemingly unreachable, they peer

따라 늘어선 아름다운 도시다. 무엇보다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like dead hooded eyes from the rock face. The chambers,

석굴 분묘였다. 아치 모양의 거대한 석굴들은 기원전 3세기경

built for the ritual worship and burial of the kings of

폰투스 왕국의 무덤으로 예배 의식을 행하는 장소였다. 석굴로

Pontus, date back to at least 200BC, and as I ascend the

이어진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듯했다.

steep stairs toward them, time seems to recede behind

절벽 위에 서서 아래쪽 강을 응시하다 보니, 자신을 신이라

me. Peering from the ledge down to the Yeşilırmak River

믿었던 왕이 천국으로 가는 길 중간에 묻히기를 소망한 이유를 알

below, it’s not hard to see why a king who believed himself

듯도 했다. 아마시아는 오스만 제국의 왕자들이 군주 수업을 받던

divine would choose to be buried halfway to heaven.

교육 도시로도 유명하다. 왕자들은 아마시아로 와서 지방 통치의

It’s Ottoman rulers, though, who give Amasya its

경험을 쌓은 후에야 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biggest claim on history. Amasya’s reputation as a place
of knowledge made it something of a practice court for
Ottoman princes, who came to gain experience governing

오스만 제국의 주택을 호텔로 개조한 ‘하우즐루 아스마즐라르 코나으’ 1층에는

긴 의자를 놓은 넓은 방이 인상적이다. 우리 집도 여기처럼

the walls around us, and he laughs. “Yes, they liked their

벽장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메흐메트가 웃으며 대꾸했다. 		

storage. They were rich — they had a lot to store.”
As I visit more homes, it’s the details of daily life that

“오스만 튀르크 사람들은 저장고를 좋아했어요. 워낙 부자라

are revelatory, like the pool that fills the lower floor of

쌓아 놓을 물건이 많았죠.”

Havuzlu Asmazlar Konağı. Like many of Safranbolu’s most

가옥을 더 둘러보며 당시 사람들의 세세한 일상을 짐작해
보았다. 사프란볼루에서는 오스만 제국 시절의 가옥을 개조해

beautifully restored Ottoman houses, it’s now a hotel.

호텔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우즐루 아스마즐라르 코나으’

The pool’s water, green and glassy smooth, beckons for

도 그렇다. 이곳의 1층에 자리 잡은 실내 풀은 아주 이색적이었다.

bathing, but I’m fascinated to learn that it wasn’t built for

유리처럼 맑고 잔잔하며 푸르스름한 풀이 수영이 아니라 더운

that, but to cool the air — an early 19th-century AC unit.
My tour of the town includes an hour spent in the

공기를 식히기 위한 용도였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19세기

meditative quiet of İzzet Paşa, a graceful mosque dating

초의 에어컨 장치라니 신기하지 않은가.

to 1796, and a visit to Cinci Han, an imposing two-story

‘잇제트 파샤’와 ‘진지 한’에도 들렀다. 1796년에 지은
회교성원 잇제트 파샤에서 1시간가량 고요한 분위기에 젖은 후

stone structure that was one of Safranbolu’s original

과거 대상들의 숙소였던 진지 한에 들렀다. 으리으리한 2층짜리

caravansaries, now restored as a hotel. Taking a curious

석조 건물인 이곳은 현재 호텔로 운영되고 있다. 호기심에

peek around, I mention to a staff member that Mehmet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메흐메트가 조언한 대로 지붕에서

recommended the view from the roof, and a few minutes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는지 직원에게 물었다. 몇 분 뒤, 진지 한의

later I’m gazing down into a warren of cobblestone alleys

외양간에 낙타가 묶여 있던 시절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은 듯한

and vine-covered courtyards that looks unchanged since

미로 같은 자갈길과 넝쿨로 덮인 마당을 굽어봤다.

the days when camels were stabled in Cinci Han’s b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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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공기를 식히기 위한 용도의 작은 풀이 있다(왼쪽 페이지). 아나톨리아 지역을

in a provincial setting before assuming more challenging

지배한 폰투스 왕국의 석굴 분묘와 그 아래 자리한 요새(아래).

duties. This means that Turkey’s current trend of

The lower floor of Havuzlu Asmazlar Konağı, a restored Ottoman
house that’s now a hotel, features a small pool that was used to cool
the air (opposite). Cliff tombs of the Pontic kings that date back to at
least 200BC overlook a fortress in Amasya (below).

“Ottomania,” as some call it, is on full display here, and
it’s fun to watch the gap between the centuries close as
people snap selfies with bronze busts of turbaned sultans.

One of the most poignant moments of my visit comes

오스만 제국 시대의 가옥과 동상은 아마시아 지역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다.

Old Ottoman houses and monuments to important figures in Amasya’s
history line the Yeşilırmak River.

at the Sabuncuoğlu History of Medicine Museum,
built as a hospital and asylum in 1309. It exhibits the
groundbreaking work of medieval physician Şerefeddin

아마시아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곳은 ‘사분주오을루 의학사

Sabuncuoğlu, who experimented with sophisticated

박물관’이었다. 이곳은 1309년 일반 병원 겸 정신 병원으로

surgical techniques and developed a pharmacology of

건립한 건물로, ‘셰레펫딘 사분주오을루’라는 중세 의사의 업적을

pain management far more advanced than anything being

살펴볼 수 있다. 탁월한 외과의였던 그는 통증 관리 약리학 전반을

practiced in the West. It surprises me how moved I am by

집대성했고, 방대한 의학 교과서를 남겼다. 당대 서방 세계의 의학

Ottoman physicians’ early attempts to relieve suffering,

기술을 훨씬 앞선 수준이었다. 오스만 제국의 의사들이 음악으로

which included the use of music to treat mental illness.
As darkness falls, Amasya grows even more haunting,

정신 질환을 치료했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the cliff tombs lit up in fiery orange, sending streaks of

어둠이 내린 아마시아는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물했다.
오렌지색으로 밝힌 돌산의 왕묘가 강물에 환상적인 빛무리를

light across the water. Thinking of all the civilizations that

수놓은 것이다. 예실르르마크강 유역에서 발생한 숱한 문명을

have sheltered in this river valley, I recall the sense of

떠올리다가 오스만 튀르크 전통 가옥 거실에 앉아서 메흐메트와

connection that came to me sitting in that Ottoman living

대화를 나누며 특히 공감했던 말이 떠올랐다. “세상은 우리가

room chatting with Mehmet. “Things don’t change as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much as we think they do,” he’d said. “People care about

같은 것에 신경을 쓰죠.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the same things now as they did then, they just show it in

글 멜러니 하이컨 사진 엔리코 마르티노

different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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