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TANBUL

교차된 풍경, 이스탄불의 지금을 걷다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살았던 터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오스만 제국을 거치며 정복과 찬탈의
무대가 되었다. 1453년 오스만제국에 의해 지금의 이름을 얻은 터키의 수도,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가 마주한 이스탄불은 그렇게 역사의 숨가뿐 현장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하루 다섯 번 신을 향해 신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숨쉬는 수천 년 전의 오늘, 이스탄불의 지금 속으로 걸어들었다.
에디터 최현주 글 최현주, 김성래 사진 김성래, 최현주, 김재욱 취재협조 터키항공 디자인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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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ISTANBUL

지도로 보는
이스탄불

이스탄불 여행자가 알아 두면 좋은 6가지
모스크와 궁전, 케밥과 로쿰, 도자기와 카펫의 나라. 터키에 대해 이 정도 알고 있다면, 여기 몇 가지만 보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자.
이스탄불 여행자가 알아두면 좋은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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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만나는 공간이자 가장 안전한 쉼터,
모스크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 신자인 터키에는 모스크(터

Beyoğ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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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의 교차점, 보스포루스 해협
이스탄불에는 보스포루스 해협과 골든 혼, 마르마

르 해가 서로 이어져 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3개의 물

3

이스탄불은 개와 고양이의 나라
이스탄불에는 개와 고양이가 정말 많다. 거리와

공터, 주택가와 카페, 레스토랑과 호텔까지 어느 곳에나

키어로 자미 Cami)가 정말 많다. 마을의 중심엔 언제나

줄기. 그중 마르마라 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길이 32km의

이들의 등장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개는 대형견이 대부

모스크가 있고, 그를 중심으로 시장과 학교, 병원 등이 형

보스포루스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동서로 나누고 있다.

분. 거리나 광장을 내 집처럼 여기며 사람을 개의치 않고

성된다. 또한 모스크는 터키 여행의 중요한 테마이자 목

배를 타고 동양과 서양을 오갈 수 있는 것. 2016년 12월

늘어지게 낮잠을 즐긴다. 개보다는 고양이가 훨씬 더 많

적지이기도 하다. 터키의 모스크들은 여행자에게 관대한

에는 자동차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널 수 있는 보스포루

은데,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와 애교를 부리

편. 모스크의 앞마당은 언제나 열려있고, 유료지만 화장

스 해저터널(유라시아 터널)이 완공됐다. 3.8km의 복층

기까지 한다. 주인 없는 개와 고양이가 대부분이지만, 누

실도 깨끗하고 안전하다. 단, 모스크에 방문할 때는 남녀

구조로 두 대륙을 오가는 평균시간이 1시간 반에서 10여

구나 물과 사료를 주고 친절히 돌봐줘 가족 같은 사이가

모두 긴 바지나 스커트를 입어야 하고, 신발을 벗어 신발

분으로 단축됐다.

되었다.

장에 두고 실내를 관람해야 한다.
©Emre Ya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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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스트리트 푸드
이스탄불에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입에도 잘 맞는

길거리 음식이 많다. 대표적인 게 군밤과 군옥수수. 사람

01

아야 소피아 Hagia Sophia

13

발랏 Ba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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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모스크 Blue Mosque

14

순수 박물관 The Museum of Innocence

25

컨펙셔너 카페 에롤 Confectioner Cafer 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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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테트 쾨즈데 되네르 Metet Közde Döne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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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길, 세마 댄스
흰옷을 입고 빙글빙글 춤을 추는 세마(수피) 댄스

는 검소와 청빈을 중시하는 이슬람 수피즘의 수련 방식.

6

터키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파샤
아타튀르크 Mustafa Kemal Atatürk

무스 타파 케말 파샤 아타튀르크라는 터키공화국의 건국

들이 모이는 거리 어디서든 노릇하게 익은 군밤과 군옥수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신에게 다가가는 일종의 의식과

자이자 초대 대통령. 청년투르크당의 젊은 장교였던 그는

수를 파는 상인을 쉽게 볼 수 있다. 맛도 비슷한데, 군옥수

같다. 흰 저고리와 치마는 수의를, 검은 망토는 무덤을, 갈

독립군을 이끌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편에 서 패전

수의 경우 소금을 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는 게

색 모자는 비석을 상징한다. 코란을 외우며 기도를 한 후

국이 된 터키를 유럽 열강으로부터 지켜냈다. 아타튀르크

좋다. 괴즐레메는 우리나라 빈대떡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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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라바탄 사라이

Yerebatan Sarnıc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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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 박물관

27

미디예 아흐메트

대나무 피리 연주와 함께 춤이 시작된다. 오른손은 우주

(Atatürk)는 '터키의 아버지'란 뜻. 터키 전역 어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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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카프 궁전 Topkapı Palac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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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관 Istanbul Museum of Moder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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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클라 Mikla

를 향하고, 왼손은 땅을 향해 뻗은 채 천천히 돌다 갑자기

에나 그의 동상이 있고, 이스탄불의 다리와 국제공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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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흐체궁전 Dolmabahçe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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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 박물관 Carpe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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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그 레스토랑 Vogue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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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드롬 At Mey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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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박물관 Great Palace Mosaic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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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루프톱 라운지 A’YA Rooftop Lounge

빨라지는 패턴이 2시간 동안 이어진다. 터키의 이 독특한

그의 이름을 딴 건 모두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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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심광장 Taksim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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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박물관 Nav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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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바자르 Grand Baz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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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ta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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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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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타 메블레비 박물관

갈라타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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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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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베벡 Starbucks Beb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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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쿄이 Karakö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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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ıköy

카디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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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stanbul Archaeology Museums

터키시&이슬라믹 예술 박물관

Museum of Turkish and Islamic Art

Galata Mevlevi House Museum

32

이집션 바자르

Midyeci Ahmet

Ortaköy Market

33

오르타쾨이

하얄 카페 Hayal Cafe

34

이스티클랄 거리 Istiklal Street

알리 뮈히딘 하지 베크르 Ali Muhiddin Haci Bekir

35

니샨타쉬 Nishantashi

레벤트 뵈렉

25

Egyption Bazaar

춤은 갈라타 메블레비하네시 박물관이나 호자파샤 극장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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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티노플의 지하 궁전, 예라바탄 사라이 Yerebatan Sarnıcı

이스탄불의
랜드마크

Landmark

바실리카 시스턴(Basilica Cistern)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예레
바탄 사라이(Yerebatan Sarnıcı)는 사실 후대에 붙은 이름이다. 예레바탄
사라이는 비잔틴 시대, 콘스탄티노플에 사는 사람들의 식수 문제 해결을 위
해 건설했던 지하의 물 저장고로서 입구를 지나자마자 나타나는 기둥의 크
기만으로도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하 공간 특유의
에서 숨을 돌리기에 알맞은 공간이기도 했다. 지금은 눈의 띌 정도로 수위

이스탄불에는 궁전과 사원, 전망대와 쇼핑 거리 등

가 많이 낮아졌지만 비잔틴 시대에는 저장된 물 높이가 사람의 가슴 높이까

근사한 명소가 모두 모여 있다. 이스탄불 역사의 숨결을

지 찰 정도였으며, 이는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시민들이 약 3개월간 사용할

간직한 랜드마크들을 살펴보자.

수 있는 물의 양이었다고 한다. 저장고를 지탱하는 기둥만 총 336개에 달하

Museum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지만 한낮의 태양을 피해 잠시 시원한 공간

지리적 문화적으로 동서양이 마주보고 있는

며 모두 다른 모양이다. 그 중에서도 방문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두 종
류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눈물의 기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 이름에
서 유추할 수 있듯, 마치 눈물 방울 같은 문양이 기둥 전체적으로 새겨져 있
는데 ‘당시에 건축을 위해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노예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

리 2개가 받침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거꾸로, 하나는 옆으로 눕혀진 상

넘는 시간 동안 아야 소피아는 적지 않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재는 이스탄불을 이

태로 하단을 받치고 있다. 저수조 건설 당시 비잔틴 제국은 이미 국교로 기

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됐다. 모두 세 번의 개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춘 아야 소피

독교를 공인한 상태였는데 굳이 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를 기둥의

아는 외랑과 내랑, 본당 및 2층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건설했을 때는 목재 건물이었는데 화재

받침으로 사용했는지,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가 공인되었

로 인해 소실되었고, 그 이후 로마가 동과 서로 분열됐던 시기, 대리석으로 다시 건축되었으나 반란군

다 하더라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그리스 신앙의 흔적이라고 하기

에 의해 또 한 번 약탈 당하고, 소실 되었다. 그러다 532년부터 539년 사이 마지막으로 재건축하여 성

도 하지만 아직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한다.

당으로 주욱 사용되었는데, 기둥을 세우지 않고 돔을 건설한 세계 최초의 건축물이라고 한다. 동행한

주소 Alemdar, Yerebatan Cd. 1/3, 34110 Fatih/Istanbul, Turkey
전화 +90-212-522-12-59 운영시간 09:00 ~ 17:30 입장료 20리라

않을 정도로 어려운 건축 양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천 년 가까이 성당으로 사용되었던 아야 소피아는

터키 역사의 위엄

1453년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면서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었다. 그저 전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술탄, 메흐메트 2세 마저도 아야 소피아의 아름다운 자태에

블루 모스크 Blue Mosque

매료되어 모스크를 지을 때 요구되는 몇 가지 필수 요소, 즉 메카의 방향을 가리키는 문 미흐라브와 설

아야 소피아의 맞은편에 자리

교단의 역할을 하는 민바르 등을 추가하고, 성당 고유의 양식이었던 십자가를 없애고 회칠을 해 성당

한 이슬람 사원이다. 원래 이

벽에 그린 모자이크화들을 제거하는 선에서 아야 소피아의 개조를 끝내고, 그 형태는 보존하게 되었다

름은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는 것이다. 그 덕분에 회칠을 벗겨 내고 아야 소피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

(Sultan Ahmet Camii )지

로 벽면에 남은 성모 마리아를 비롯 다수의 그림과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복원이 한창인 아야 소피아

만, 내부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파란색 타일로 인해 지금은 블

내부에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면 한 가운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있는데, 그

루 모스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슬람 식 사원들이 보통 4개의 외부 미나

그림 바로 좌우를 비롯 다른 벽면에는 이슬람의 경전 ‘코란’의 구절이 적힌 구조물이 붙어 있다. 다른 어

레트(첨탑)로 구성되는데 비해 블루 모스크 주변에는 모두 6개의 첨탑이

떤 종교 건축에서도 보기 힘든 기독교와 이슬람 두 종교의 흔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천 년

세워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진다. 어디까지나 알려

은 성당으로, 그후 약 500여년을 모스크로 살아온 아야 소피아는 1935년부터 다시 한 번 옷을 갈아입

진 몇 가지 설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만, 현지 해설사의 말에 따르면 대략 이

고 박물관으로 역할을 바꿔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런 이야기다. 아야 소피아에 버금가는 사원을 짓고자 했던 17세기 오스만

주소 Sultan Ahmet Mahallesi, Ayasofya Meydanı, 34122 Fatih/Istanbul, Turkey 전화 +90-212-522-17-50
운영시간 겨울 시즌(10월 1일~3월 31일) 09:00~17:00, 여름 시즌(4월 1일~9월 30일) 월요일 휴무 입장료 72리라
홈페이지 https://ayasofyamuzesi.gov.tr/en

제국의 술탄 아흐메트 1세가 건축가에게 명하기를 황금(터키어로 Altın,

톱카프 궁전 Topkapı Palace Museum
보스포러스 해협과 마르마라 해, 금각
만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궁
전. 정문 앞에 거대한 대포가 있어 ‘톱카
프’라 불리게 됐다. ‘톱’은 대포, ‘카프’는
문이라는 뜻이다. 1462년부터 약 500
년 동안 강대한 권력을 자랑했던 오스
만 제국의 36명의 술탄 중 22명이 머물
렀던 궁전으로 터키의 역사에서 이 궁
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
다. 계속된 증축을 거쳐 오스만 제국
의 전성기 때는 70만㎡에 달하는 넓이
에 5000명의 사람들이 궁전 안에 살았
으니 궁전 자체가 하나의 도시였다고

알튼)으로 탑을 지으라고 했다. 그런데 건축가가 그의 말을 여섯(터키어로

해도 지나치지 않다. 돌마바흐체 궁전

Altı, 알트)이라고 잘못 알아 듣고는 황금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닌 6개의

(Dolmabahce Palace)이 만들어지까

첨탑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문제를 불러왔는데 사우디아라비

지 약 380년간 술탄의 주요 거주지이자

아에 있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의 첨탑이 6개였기 때문이다. 이를 불경하다

행정 시설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박물관

여긴 술탄 아흐메트 1세는 결국 메카의 첨탑을 하나 더 건설하게 했다고 한
다. 아야 소피아를 의식해 그토록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 올렸기에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학적으로 블루 모스크는
아야 소피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블루 모스크를 깎아 내린
다기 보다, 블루 모스크에 비해 무려 천 년 전에 완성된 아야 소피아의 건축
학적 완성도와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블루 모스크
는 현재도 여전히 사원으로 이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로 입장할 때는 신
발을 벗어야 하고, 여자들은 스카프를 머리에 둘러야 한다.
주소 Sultan Ahmet Mahallesi, Atmeydanı Cd. No 7, 34122 Fatih/Istanbul, Turkey
전화 +90-212-458-44-68 운영시간 08:30~11:30, 13:00~14:30, 15:30~16:45
금요일은 13:30에 오픈.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http://sultanahmetcami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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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zaar

흥미로운 이야기,

Shopping

현지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15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당시와 같은 방식을 써서 건설하는 것이 쉽지

Restaurant

의 발길을 사로잡는 기둥이 있었으니, 일명 메두사의 기둥이다. 메두사의 머

‘성스러운 지혜’ 라는 뜻을 가진 아야 소피아 혹은 하기이 소피아. 그 이름값을 하려는 것인지, 천 년이

으로 쓰이는데, 3개의 상설 전시가 열리
고, 술탄이 머물던 공간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중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 성물관, 세
계에서 5번째로 큰 86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보석관이 압도적이다. 톱카프 궁전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는 술탄이 가족과 머물던 공간이자 여성의 공간인 하렘(Harem)에 꼭 들를 것. 톱카프 궁전에서도 특별히 독립
적인 시설로 여겨지는 하렘은 ‘금남(禁男) 구역’으로 술탄과 거세한 시종만 출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바
깥 활동을 금지한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더욱 비밀스러운 궁녀와 여왕들의 생활공간을 엿볼 수 있다. 미로처럼
이어진 하렘 구석구석에는 여인들이 담소를 나누던 거실과 어린 술탄이 머물던 방,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던
대회의실 등이 있다.
주소 Topkapı Palace Museum, Sultanahmet, Fatih, Istanbul, Turkey 전화 +90-212-512-04-80 운영시간 4월 15일~10월 26일
09:00~18:45, 10월 26일~4월 15일 09:00~16:45, 화요일 휴관 입장료 40리라(12세 이하 무료), 하렘15리라(6세 이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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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성스러운 지혜, 아야 소피아

Flavor

아니었을까’ 하는 일부 학자들의 추측이 있다. 눈물의 기둥 보다 더 사람들
Hagia Sophia

Landmark
Museum
Flavor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
스타벅스 베벡 Starbucks Bebek
호화로운 유럽식 궁전 돌바흐체궁전

형 경기장에 4만여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계단식 좌석까지 있었
다고 하나 전쟁으로 모두 사라졌다. 현재는 3개의 기둥만이 남아 공원
으로 조성되어 있어 여행객과 시민의 쉼터가 되고 있다. 히포드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집션 오벨리스크. 가장 남쪽에 있는 탑으로 테오
도시우스 황제의 오벨리스크로도 불린다. 이집트 룩소(Luxor)의 최대
유적지인 카르나크 신전에 있던 것을 룩소를 점령한 터키가 전리품으
로 가져다 놓은 것이다. 3500년 전의 유적으로 이스탄불에서 가장 오
래된 것이지만 완전한 형태가 보전되어 있어 놀랍다. 탑에는 상형문자
가 커다랗게 새겨져 있다.

이스탄불의 심장 탁심광장

Taksim square

제노바인들이 크리스테아 투리스(Christea Turris), 즉 그리스도의 탑

는 주거지역이었던 이곳에는 지금도 역사적 건축

부는 극도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보여준다.

이라고 부르던 중세시대의 석제 탑이다. 에미노뉴에서 보스포루스해

물들이 고풍스러운 멋을 뽐내고 있다. 길게 이어진

19세기 중반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압둘메

협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바로 이 갈라타 탑

바다를 따라 예쁜 카페와 숍,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짓(Abdul Mecid)에 의해 설립, 완공까지

이다. 갈라타 다리를 건너면 바로 만날 수 있는데, 색색의 건물들 사이

있고, 곳곳에 위트 있는 벽화도 눈에 띄어 기념 촬

13년이 걸렸으며 톱카프에 머물던 술탄은

로 우뚝 선 탑의 모습이 웅장하고 위엄이 넘친다. 저녁이 되면 탑에서

영을 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우리나라는 물론

돌마바흐체 완성 후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더욱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14~15세기

베벡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탄불의 한 플레이스로 만든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 덕분. 베벡

다. 총면적 26만m2에 285개 방과 46개의

경 제노바인들이 비잔틴제국을 경계하기 위해 세운 탑으로, 십자군전

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스타벅스로 시원스러운 통유창 너머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한눈에 담을 수 있

홀이 있고, 각각의 공간이 서로 다른 콘셉트로 장식되어 있다. 무려 1톤이 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홀을

쟁 당시 파괴되었다 14세기에 재건축됐다. 이후 오스만제국을 거치는

다. 하지만 푸른 바다와 강렬한 태양, 점점이 박힌 요트들이 만든 이 풍경은 탄성을 자아낼만큼 그리 압도적

장식한 것도 인상적이다. 작은 서재에 있는 커튼과 카펫은 모두 실크로 짜여졌고, 화로와 가구는 모두 금으

동안 포로수용소, 기상 관측소로 쓰였고, 현재 전망대로 전세계 여행

이지 않은 게 사실. 우리나라 부산 어디쯤에서 본 듯한 뷰에 다소 실망할 수 있으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로 만들어졌다. 유럽의 여느 호화 궁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화려함, 그 이상의 사치스러움마저 느껴진

자들의 발길을 불러모으고 있다. 전망대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

게 좋다. 내부는 여느 스타벅스와 비슷한 분위기. 2층에서 음료를 주문해 창가 자리나 테라스에서 마셔도 좋

다. 또한 궁전을 짓기 위해 35톤의 금과 40톤의 은이 사용되었다고 하니 당시 오스만 제국의 넘치는 부와 힘

이스탄불을 한 눈에 내려다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고, 나선형 계단을 따라 윗층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을 짐작할 수 있다.

주소 Bereketzade Mahallesi, Galata Kulesi Sok, 34421 Beyoglu, Istanbul, Turkey
전화 +90-212-293-81-80 운영시간 09:00~22:00

주소 Bebek, Cevdet Pasa Cd. No:30, 34342 Besiktas/Istanbul, Turkey 전화 +90-212-287-43-63 운영시간 07:00~01:00
홈페이지 starbucks.com.tr

주소 Dolmabahçe Palace Visnezade Mh. 34357 Besiktas/Istanbul Turkey 전화 +90-212-236-9000 운영시간 09:00~16:00,
월・목요일 휴관 입장료 30리라, 하렘 20리라, 박물관&하렘 40리라 홈페이지 www.millisaraylar.gov.tr

활기찬 도심 속 낭만 갈라타 다리 Galata
이스탄불을 단 한 컷의 사진으로 표현해야 할 때 거의 1순위로 거

1923년 터키공화국 창립 5주년을 기념한 기념

론되는 스폿. 에미노뉴와 카라쿄이를 연결하는 갈라타 다리다.

탑이 우뚝 서 있는 이스탄불 신시가지의 중심.

배들이 부지런히 들고 나는 선착장 사이로 이스탄불 시민은 물

탁심(Taksim)이란 말은 분할, 또는 배포를 의

론 전세계 여행자들이 몰려들어 연중 왁자한 분위기를 연출한

미하는 터키어로 과거 오스만 시대에 있었던 석

다. 도보로 다리를 건너 그랜드 바자르와 베야지드광장, 사원들

조 저수지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스탄불의 유

이 밀집된 활기찬 분위기의 에미노뉴와 정돈된 분위기의 레스토

럽 지구인 베이욜루에 자리한 방사형 광장인 탁

랑과 부티크, 갤러리 등이 자리한 카라쿄이를 모두 만날 수 있다.

심광장은 이스탄불에서 가장 북적이는 보행자

우리나라 잠수교처럼 이중으로 된 다리가 인상적. 자동차와 전

도로인 이스티클라 로드와 연결되어 더욱 활기

차가 지나는 윗층을 걷다보면 다리 낭간에 기댄채 물고기를 잡는

찬 분위기를 연출한다. 위로는 울창한 숲으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즉석에서 낚시 도구와 미끼를 사 낚시

둘러싸인 탁심 게지공원((Taksim Gezi Park)

체험도 할 수 있다, 갈라타 다리의 아랫층은 이와 사뭇 다른 분위

이 있어 이스탄불 시민과 여행자의 쉼터가 되어

기. 신선한 물고기와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주고 있다. 이스탄불 신시가지 여행의 출발점

줄 지어 들어서 있다. 해가

이자 종착점이기도 한 탁심공원 주변엔 수많은

지면 레스토랑에서 흘러

호텔과 레스토랑, 여행사 등이 몰려 있고, 다목

나오는 은은한 조명이 달

적 문화 센터이자 오페라 하우스인 아타튀르크

빛과 어우러져 황홀한 분

문화 센터도 있다. 이스탄불 여행을 한다면 누

위기를 자아내니 이스탄

구라도 한번쯤 지나칠 수밖에 없는 교통의 중심

불 여행 중 한번쯤 이곳에

지이기도 하다.

서 저녁식사를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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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유적이다. 당시에는 가로 117m, 세로 500m 크기의 커다란 드롬

람 궁전. 투박해 보이는 외형과는 달리 내

Bazaar

<글래디에이터>에서 봤던 전차 경주와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던 경

항에 자리한 항구 마을. 오스만제국 시절 인기 있

Shopping

술탄아흐메트 자미 옆에 위치한 곳으로 로마시대에 영화 <벤허>와

유럽지구 보스포루스 해협에 자리한 이슬

History

전차 경기의 함성 히포드롬 At Meydan

베벡은 보스포루스 해협의 유럽 해안을 따라 베벡

황홀한 전망 포인트 갈라타 탑 Galata Tower

Landmark

이스탄불의
박물관들 8
동서양의 문화가 뒤섞인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자,

Museum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사적 주요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곳. 이스탄불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박물관으로 향하자.

2

카라쿄이 Karakoy
한 이스탄불의 유럽 지구. 왁자한 분위

마르마라해 북쪽 해안에 자리한 이스탄불의 아시

기의 에미노뉴와 달리 조금은 여유로운

아 지구. 카라쿄이에서 배를 타고 20분 쯤 가면 닿

느낌이다. 시원스런 바다 풍경을 배경으

는데, 마치 유럽에서 아시아로 순간 이동을 한 듯

로 커다란 광장이 마련되어 있어 잠시 쉬

카라쿄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조금 당황스러

어가도 좋은 곳. 곳곳에서 파는 시미트

운 기분이 든다. 카디쿄이는 이스탄불 안에서도 유

(Simit, 가운데 구멍이 뚫린 이스탄불 전통 빵)나 괴즐레메(Gozleme,

독 인구가 많은 지역. 뼈와 석재, 도자기와 보석 등

얇은 밀가룩 반죽 안에 시금치나 치즈 등을 넣은 터키식 빈대떡)를 먹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되어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

으며 출출함을 달래도 좋다. 제대로 된 식사나 디저트를 즐기고 싶다

에 사람이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노면 위를 느릿

면 골목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갈 것. 네모 반듯하게 비교적 잘 정비된 골

느릿 지나는 전차 사이로 카페와 레스토랑, 기념품 숍이 즐비한 거리가 나타나고, 깊숙이 들어서면 싱싱한

목 안에 근사한 카페나 레스토랑, 디저트 전문점들이 포진되어 있다.

물고기와 해산물을 파는 시장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명동과 노량진 수산물 시장이얼기설기 이어지는 듯

야외 테이블 자리도 잘 마련되어 있으니, 화창한 날 일광욕을 즐기기

한 느낌. 길을 잃기 십상이니 일행과 함께 라면 서로의 위치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재미있는 그래피

도 좋다.

티가 그려진 벽과 트렌디한 카페는 물론 바다를 향해 길게 이어진 산책로도 매력적이다.

고대 이스탄불로 떠나는 시간 여행
고고학 박물관 Istanbul Archaeology Museums
이스탄불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 고

고학 박물관은 메인 빌딩인 고고학 박물관(The Archaeological
Museum), 고대 동양 박물관(The Ancient Orient Museum)
그리고 타일 키오스크 박물관(Tiled Kiosk Museum)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 중 고고학 박물관에는 고대 조각상과 조각품, 신
전의 건축 요소 등 로마 제국 시절의 유물이, 고대 동양 박물관에는 19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 시절의 예
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또 타일 키오스크 박물관에선 터키에서 만들어진 정교한 타일과 유리 공예품
들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박물관 중앙 야외공원에는 고대 신전의 기둥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어, 마치
1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고고학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석조 무
덤과 신전의 기둥, 조각상 등 수많은 유물이 무심하게놓여 있어 호기심을 한껏 자극한다.

Restaurant

정겨운 미식 천국 아시아지구 카디쿄이 Kadikoy

주소 Alemdar Cad. Osman Hamdi Bey Yokusu Sk, 34122,Sultanahmet, Fatih, Istanbul 전화 +90-212-520-7740
운영시간 09:00~19:00 입장료 15리라 홈페이지 www.istanbularkeoloji.gov.tr

하릿 다리(Halic Bridge)와 아타튀르크 다리(Unkapani Bridge)
사이 구시가지에 자리한 작은 마을. 개성 있고 아기자기한, 감성 폭

순수 박물관 The Museum of Innocence
터키 출신의 노벨문학상 작가 오르한 파묵. 그의 소설인 <순수 박

물관>에 등장한 동명의 박물관을 현실 공간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스티클

발 포토 존이다. 바르셀로나의 맛집 골목이나 포틀랜드의 아트 디

랄 메인 거리에서 골동품 상점이 줄지어 있는 추쿨추마(Cukurcum) 거리

스트릭트를 합쳐놓은 듯한 분위기. 자갈로 된 좁은 골목을 따라 카

를 따라 내려가다보면 왼편에 붉은 와인 색 건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곳

페와 레스토랑, 숍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어느 곳 하나 빼놓을

이 순수박물관이다. 오르한 파묵이 직접 기획한 순수 박물관에는 소설 속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고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다. 3~4평 규모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과 소설에 묘사된 주

작은 가게가 대부분으로 야외에 테이블을 놓아 공간을 최대한 활

인공의 생활공간이 재현되어 있다. 모두 83장으로 이뤄진 소설의 구성 방

용하고 있다. 총천연색의 유머 넘치는 벽화도 발랏의 매력. 창가에

식대로 83개의 상자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인상적. 각 장의 이야기를 담은

널어놓은 빨래마저도 계산된 오브제처럼 근사해보인다. 한 곳에

오브제들이 꼼꼼하게 채워져 있다. <순수 박물관>을 쓸 당시 오르한 파묵이

오래 머물 수 없다면, 길가에서 쉽게 사마실 수 있는 커피나 생과일

하나하나 모은 물건들, 즉 그의 영감을 자극한 물건들을 실제로 볼 수 있다.

주스는 꼭 경험해볼 것. 석류와 자몽, 오렌지를 수북히 쌓아놓고 즉

오르한 파묵의 팬이라면 이스탄불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박물관이다.

석에서 착즙해주는데, 한 컵에 4리라(한화 820원 정도)로 저렴하

주소 Çukurcuma Caddesi, Dalgıç Çıkmazı, 2, 34425, Beyoglu, Istanbul
전화 +90-212-252-9738 운영시간 10:00~18:00, 목요일 10:00~21: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성인 25리라, 학생 10리라 홈페이지 http://en.masumiyetmuzesi.org

고 맛도 신선해 산책 중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그만이다.
28 January 2020

1

오르한 파묵 소설의 감동을 그대로

3

이스탄불 현대미술의 결정체 현대미술관 Istanbul Museum of Modern Art
2004년에 오픈한 이스탄불의 대표 현대미술관. 주로 터키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보존 및
전시하고,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의 작품들도 다채로운 기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층에 있

는 두 개의 전시장 중 메인홀에서는 터키의 현대 사회, 문화, 경제를 엿볼 수 있는 미술 작품이 시대순으
로 나열되어 있고, 작은 홀엔 세계의 다채로운 현대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지하층은 2개 또는 3개의
홀로 나눠 특별・사진・팝업 관련 전시가 진행된다. 터키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관답게 이곳에선 비엔날레
등 국제대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야외에는 뉴욕현대미술관(MoMA)과 함께 진행하는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Young Architects Program)’이 열리는데, 매년 색다른 파빌리온이 눈길을 끈다. 1층에는 해
안이 바라보이는 모던 스타일의 카페가 있고, 지하에는 예술 도서로 가득 채워진 도서관이 있어 잠시 쉬
어가기 좋다.
주소 Meclis-i Mebusan Cad. Liman Isletmeleri Sahası Antrepo No: 4, 34433 Karaköy Istanbul 전화 +90-212-334-7300
운영시간 10:00~18:00, 목요일 10:00~20: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성인 19리라, 학생 9리라 홈 페이지 www.istanbulmodern.org/en

AB-ROAD 29

History

거리가 온통 포토 존 발랏

Balat

Shopping

Bazaar

에미노뉴 건너편, 갈라타 다리 끝에 자리

Flavor

세련되고 활기찬 유럽지구

Landmark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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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에 담긴 터키의 예술혼과 자존심 카펫 박물관 Carpet Museum
터키의 자랑이자 자존심인 카펫. 아야소피아 뒤편에 있는 카펫박물관에 가면 터키의 카펫 역사
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킬림(Kilims)’이라 불리는 터키의 카펫 직조술이 발전하게 된

Flavor

것은 오스만 제국을 세운 투르크족의 유목 생활 때문. 거친 자연환경을 이겨내며 떠도는 유목민에게 카펫은
담요나 깔개 등 주요한 생필품으로 사용되며 발전해갔다. 현재도 터키인들은 카펫을 메카를 향해 기도할 때

있다. 세 번째 관에는 대형 카펫이 전시장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중엔 술레이마니에와 블루 모스크에
서 실제로 쓰인 카펫도 있어 눈길을 끈다. 초기 오스만 제국 시절의 카펫부터 터키 중동부 아나톨리안 지역

6

1500년 역사의 모자이크 벽화 장식
모자이크 박물관 Great Palace Mosaic Museum
아라스타 바자(Arasta Bazaar)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의 카펫까지 터키 카펫 특유의 아름다운 무늬와 정교한 짜임이 감탄을 자아낸다.

모자이크 박물관이 나타난다. 메인 거리에서 비켜난 좁은 골목길 안

주소 Cankurtaran Mah., Babı Hümayun Caddesi, Sogukçesme sok. Fatih, Istanbul 전화 +90-212-512-6993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10리라 홈페이지 www.halimuzesi.com

쪽에 박물관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고대 궁전이 있던 자리이며 여기
에 모자이크가 보존되어 있다. 현재는 약간의 성벽만 남아 있다. 위에

7

터키의 예술 세계를 한눈에 터키시&이슬라믹 예술 박물관 Museum of Turkish and Islamic Art
8세기부터 오스만 제국 시대까지 터키의 예술 양식을 전방위로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 아야소피아와 블루 모
스크 사이에 있는 술탄 아흐멧 공원의 오벨리스크를 마주 보고 있다. 티켓 오피스와 아트숍이 있는 1층을 지나

2층의 메인 전시 건물로 들어서면 크고 작은 이슬람 예술품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정교한 전통 무늬가 돋보이는 나무 상

서 모자이크가 남아 있는 터를 내려다보며 계단을 따라가다보면 지하

자부터 시대별로 분류된 코란과 캘리그래피, 카펫 등 다채롭고 방대한 전시품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이슬람 추상

로 들어갈 수 있다. 무려 1000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교한 아우

무늬가 돋보이는 코란과 캘리그래피 등 종교・예술 작품이 집중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수년간의 재정비를 거쳐 2015년

라를 뿜어내는 모자이크에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 석회암, 점토, 대리

1월에 재오픈한 박물관은 더욱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 특히 이 박물관은 오스만제국 시절 국가 수반을 위해 지어진 궁

석 조각으로 완성된 다양한 그림엔 자연, 신화,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 중 하나로 오스만 민간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다. 2층 옛 궁전의 성벽 옆에 자리한 야외 중정 카페에선

담겨 있다. 사과를 먹는 곰, 코끼리, 어린아이 등이 주제로 조각이 매우

블루 모스크가 바라보여 잠시 쉬어가기 좋다.

정교하다. 이어진 길을 따라 천천히 둘러보면 자동으로 출구로 향하게

주소 Meydanı Sok. No:46 Sultan Ahmet 34122 Istanbul 전화 +90-212-518-1805 입장료 성인 20리라, 어린이 12리라
운영시간 11월부터 09:00~17:00, 4월부터 09:00~19:00, 월요일 휴관 홈페이지 www.tiem.gov.tr

되는데, 출구가 아라스타 바자 거리로 연결되어 있어 연이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주소 Arasta Çarsısı, Sultanahmet Mahallesi Fatih Istanbul 전화 +90-212-518-1205
운영시간 09:00~18:00 입장료 10리라 홈페이지 www.ayasofyamuzesi.gov.tr/en/
museum-great-palace-mosaics

Restaurant

에 대한 기본 정보와 14~17세기에 생산된 카펫이, 두 번째 관에는 16~19세기의 카펫과 패턴이 전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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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zaar

바닥에 깔거나 장식품 등으로 쓰고 있다. 카펫 박물관은 총 3개의 관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관에는 카펫

신을 향한 몽환의 춤
갈라타 메블레비 박물관 Galata Mevlevi
House Museum

Shopping

터키 이스탄불을 여행하다보면 하얀 옷을 입고 뱅글
뱅글 돌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나 사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늘을 향해 높이 선 모자와 폭이 넓은 하
얀색 의상을 입고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 회
전무(Whirl Dance) 또는 데르비시 사마(Dervish
인 ‘메블레비’의 수도사들이 행하는 종교의식 중 하

해군 박물관 Naval Museum

나다. 이러한 회전무를 관람하고 싶고, 더 알고 싶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바다로 이어진 이스탄불을 모두

여행자라면 갈라타 메블레비 박물관으로 향할 것.

차지하기 위해서는 해상을 장악해야 했다. 신시가지 카바타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푸니쿨라인 튜

(Kabatas) 역 부근에 자리 잡은 해군 박물관에서는 오스만제국

넬(Tünel)을 타고 올라가 갈라타 타워 방향으로 조

시절 그들의 강력했던 해군력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보스포루스

금 더 가면 왼쪽에서 입구를 발견할 수 있다. 박물관

해협을 항해하던 33척의 터키 배와 호화로운 범선 15척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1층과 2층엔 범선이 나란

1층에는 회전무 의식에 관한 설명과 악기 등이 전시

히 줄지어 있고, 벽에는 과거 배에 달려 있던 명판과 각종 노(櫓),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 전시되

되어 있고, 2층엔 전통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다. 회

어 있다. 이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카이크(Caique)라는 이름의 길고 좁은 범선. 카이크는 술탄과 술탄의

전무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

가족들만 이용하던 범선으로 좌석에 금으로 치장된 차양이 있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당시 술탄이 카

재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스탄불 도심의

이크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던 날이면, 출발 전 예포가 발사되며 술탄의 바다행을 알렸다고. 경호 및 길을 만

레스토랑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도 있다.

들어주는 카이크와 커피와 간식을 조달하는 카이크도 앞뒤로 따라붙었다고 한다. 1897년에 설립, 2013년
재개장한 이곳에 가면 오스만 제국 시대의 바다 풍경을 간접적으로나마 그려볼 수 있다.
주소 Maritime Museum, Sinanpasa, 34353 Istanbul, Turkey 전화 +90-212-261-0004 운영시간 09:00~17: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성인 6.5리라, 학생・어린이 무료 홈페이지 www.denizmuzeleri.tsk.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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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5

Sama)로 불리는 이 춤은 이슬람 종파 가운데 하나
이스탄불을 장악한 오스만 해군의 힘

주소 Sahkulu Mah., Galipdede Caddesi 15, 34420 Istanbul,
Turkey 전화 +90-212-245-4141 운영시간 09:00~16:30,
월요일 휴관 입장료 10리라 공연일정 매주 일요일 5시, 비정기적
공연도 열린다. 티켓은 당일 박물관 매표소에서 구매 가능.
홈페이지 www.galatamevlevihanesimuzesi.gov.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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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mark

이스탄불
테이스티 로드
달콤하고 존득한 터키시 딜라이트에 기름기가 자르르

Museum

흐르는 양고기 케밥, 바다향 가득한 홍합밥과 고소한
터키시 패스트리까지, 터키인 가이드가 추천하는

다리 부근에 있는 카페 겸 레스토랑. 바로 앞에
잎이 우거진 나무와 널찍한 광장이 있어 지나는 사
람들을 보며 아침식사를 즐기기 좋다. 뵈렉이나 메

이스탄불 여행을 하다보면 여행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시미트(참깨가 박힌 도너츠 모양의 빵)나 괴

아야 소피아와 블루 모스크, 토프카프 궁전이 있는 역사지

즐레메(안에 시금치나 치즈 등을 넣어 구운 부침개)

터키시 딜라이트의 아버지 알리 뮈히딘 하지 베크르 Ali Muhiddin Haci Bekir

구와 보르포루스 해협 너머로는 활기찬 신시가지가 한 눈

을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빵과 부침개 정도

1777년에 문을 연 터키시 딜라이트 전문점. 흔히 아는 터키시 젤리, 즉 로쿰 외에도 어마어마한 종류의

에 보여 눈이 시원해지는 기분. 널찍한 도로와 깨끗하게

니 신기할 것도 없는 데, 산처럼 수북이 쌓은 홍합에

딜라이트를 만날 수 있다. 무려 250년 가까이 명맥을 잇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 카디쿄이 지역, 번화한

정돈된 거리, 아기자기한 집들과 레스토랑이 어우러져 이

레몬을 빙 둘러놓은 모습은 생소한 느낌이다. 터키

골목 초입에 있는 이곳은 이스탄불을 찾는 이들이 꼭 한번 들러야 할 터키시 딜라이트 여행의 성지와도

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바로 이곳에 자리한 메테트 쾨즈

인들이 요기 겸 간식으로 즐겨 먹는 홍합밥(Midye

같다. 작은 입구에 안으로 깊이 자리한 2층 구조. 1층은 제품을 파는 숍으로, 2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

데 되네르는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먹는 되네르(케밥) 전문점. 3층으로

Dolmasi)으로, 홍합의 살을 빼내 밥과 함께 양념한

다. 아몬드나 피스타치오, 땅콩 등을 넣은 클래식 로쿰은 기본, 생강이나 정향을 넣은 스파이스 로쿰에

된 분홍색 건물이 하루종일 많은 손님들로 북적인다.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시키는 메뉴

후 다시 껍질에 채워 넣은 것. 레몬을 듬뿍 뿌려 먹으면 바다향 가득한 홍합살에 새콤한

오렌지나 블루베리 맛이 나는 플룻 로쿰 등 다양한 맛의 로쿰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오스만제국 시절, 왕

는 라바시(Lavash, 얇은 전병)와 되네르 세트. 그리고 요쿠르트다. 얇게 저민 양고기를

맛이 더해져 식욕을 한껏 자극한다. 미드예 아흐메트의 'Midye'가 바로 홍합이란 뜻. 홍합

실에서 즐긴 패이스트(Paste), 즉 아몬드나 피스타치오 가루에 꿀과 설탕 등을 넣어 동그랗게 딜라이

밀전병에 싸 요쿠르트에 찍어먹는데, 담백하고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양고기를 라바시

밥 1개에 1리라(200원 정도)로 저렴해 간식으로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다. 이 집의 또다

트도 만날 수 있다. 2층 카페에 가면 열대 아프리카에서 나는 열매, 데미르힌디(Demirhindi)로 만든 음

에 김밥처럼 싸서 썰어 담고, 버터 밥과 소스를 더한 메뉴도 인기. 부드러운 양고기에 버

른 인기 메뉴는 양곱창 바게트, 코코레치(Kokorec). 잘게 썬 양곱창을 토마토와 허브, 향

료를 꼭 주문할 것. 새콤한 맛이 강해 달달한 딜라이트와 아주 잘 어울린다. 짧은 시간 에너지를 보충하

터밥의 촉촉하고 고소한 풍미, 살짝 매콤한 소스까지 더 바랄 것 없는 맛의 조화를 경험할

신료 등으로 양념하고 바게트에 올려 오븐에 구워내는데, 양곱창 특유의 냄새가 나긴 하

는데 이보다 좋은 선택도 없다.

수 있다. 30~35리라(6000~7000원) 정도로 가격도 저렴해 든든하게 만족스럽게 한 끼

지만, 양념이 워낙 강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여기에 바삭하고 따뜻한 바게트가 어우러

주소 Osmanaga, Muvakkithane Sok. 6/A, 34710 Kadıköy/Istanbul, Turkey 전화 +90-216-336-15-19
운영시간 08:00~22:00 가격 로쿰 20~40리라, 데미르힌디 음료 홈페이지 hacibekir.com

를 해결할 수 있다.

져 먹을수록 뒷맛을 당긴다. 시원한 에페스 맥주와 곁들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주소 Kuzguncuk Mh., Inci Çayırlı Sokak (Tufan Sk.) No:2, 34674 Üsküdar/Istanbul, Turkey
운영시간 11:30~22:00

주소 Yıldız, Çıragan Cd. No:22, 34349 Besiktas/Istanbul, Turkey
홈페이지 midyeciahmet.com

네만, 수죽루 유무르타 등의 터키식 브렉퍼스트 메
뉴는 기본, 토스트와 버거, 프랜치 프라이 등이 다양하게

알록달록 딜라이트 천국

마련되어 있다. 쌉쌀한 홍차에 참깨가 송송 박힌 시미트(Simit)나 터키식

컨펙셔너 카페 에롤 Confectioner Cafer Erol

52년 전통의 터키시 패스트리 레벤트 뵈렉 Levent Borek

식빵 에크멕(Ekmek)를 주문하는 건 기본, 좀더 따끈한 걸 먹고싶다면 철판

우리나라 명동과 흡사한 카디쾨이 먹

1968년에 문을 연 뵈렉 전문점. 갈라타 다리를 건너 카라쿄이 부두에서 도보로

에 보글보글 끓여 나오는 메네만(Menemen)을 추천한다. 메네멘은 달걀

자골목 중심에 자리한 딜라이트 전문

5분 거리에 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에 소지지와 양파, 토마토 등을 넣고 치즈를 올려 오븐에 구워내는 요리. 올

점. 소박하고 정감 있는 알리 뮈히딘 하

거리, 모서리 초입에 자리한 이곳의 역사는 무려 52년. 바삭하고 촉촉한 반죽에

리브유와 소금, 후추로만 간을 해 깔끔하고, 토마토와 치즈의 조화도 훌륭

지 베크르와 달리 화려하고 활기찬 분

각종 재료를 넣어 구운 뵈렉으로 이스탄불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집 뵈

하다. 한 수저 듬뿍 떠 빵에 올려 먹으면 짭짤하고 새콤한 맛에 졸깃한 빵의

위기다. 마치 사탕과 젤리, 과자로 만

렉 맛의 비결은 얇은 반죽과 질 좋은 치즈. 차지게 잘 치댄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식감도 더해져 기분 좋게 배를 채울 수 있다. 터키시 전통 커피도 놓치지 말

든 집에 온 듯한 느낌. 어른보다 아이들

썰어 끓는 물에 데친 후 종이처럼 얇게 펴 한 장 한 장 올리는 방식이 특이하다. 여

것. 손잡이가 긴 황동 주전자에 커피 가루를 넣고 숯불에 올려 끓여주는데,

이 좋아할만한 아이템이 넘쳐난다. 하

기에 시금치나 다진 고기, 햄을 얹고 버터와 모짜

맛을 떠나 이색적인 광경에 눈을 뗄 수 없다. 필터로 거르는 과정 없이 5분

지만 200년 동안 이어져온 명성과 자

렐라 치즈를 듬뿍 넣어 오븐에 구워낸다.

쯤 그대로 두어 가루를 가라앉혀 마시는 터키시 커피는 조금 텁텁한 느낌.

부심 만큼은 터키의 그 어떤 딜라이트

노릇하게 익은 겉은 과자처럼 바삭한 느

입에 가루가 남고 쓴 맛도 강하다. 그 때문에 설탕을 듬뿍 넣거나 달디단 터

브랜드보다 강하다. 1807년에 오픈, 6

낌. 한 입 베어물면 겹겹이 쌓인 패스

키시 젤리, 로쿰을 곁들인다.

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것. 집안의 전

트리가 촉촉한 감촉을 그대로 간직한

통 기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세

채 안에 넣은 소를 잘 감싸고 있어 재료

대를 거치며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살짝 느끼하게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문제라면 눈을

느껴지면 싱싱한 토마토와 오이에 올리

어디에 둬야할지 모를 정도로 종류가

브유와 레몬을 더한 살라타(Salata)를 곁

많다는 것. 결정이 어렵다면 직원의 도

들일 것.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식욕이

움을 받거나 시식 코너를 이용하자. 인

되살아난다.

심 좋게도 상당히 많은 종류를 직접 시

주소 Kemankes Cad, Gümrük Sk. no:26/B,
34425 Beyoglu, Istanbul, Turkey
전화 +90-532-273-65-25
운영시간 07:00~01:00
홈페이지 http://www.leventborekcilik.com/

주소 Hobyar, Mimar Vedat Sk., 34112 Fatih-Sirkeci/Fatih/Istanbul, Turkey
전화 +90-212 -511-47-82

식할 수 있어 쉽게 고를 수 있다.
주소 Osmanaga, Yasa Cd. No:19, 34714 Kadıköy/Istanbul, Turkey 전화 +90-216-337-11-03
홈페이지 sekercicafererol.com

32 January 2020

Restaurant

위스퀴다르(Üsküdar)는 오래된 항구마을. 관광지가 아
닌 주택가로 100% 로컬 피플이 살고 있다. 마르마라해 건너

Bazaar

에미노뉴(Eminonu) 지역, 갈라타

미디예 아흐메트 Midyeci Ahmet

Shopping

하얄 카페 Hayal Cafe

간편하게 즐기는 홍합밥 & 케밥 샌드위치

메테트 쾨즈데 되네르 Metet Közde Döner

History

가볍게 즐기는 브렉퍼스트

터키시 케밥의 진수

Flavor

이스탄불 맛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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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전망
레스토랑 3

하루 중 아침을 가장 든든히,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게 터키인들의
생각. 따끈한 홍차에 촉촉한 빵, 고소한 카이막과 치즈 등이 곁들여진 터키식
아침식사를 살펴보자.

Landmark

터키식 아침식사
카흐발트 Kahvalti

이스탄불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려면 전망대에

Museum

오를 것. 근사한 음식을 즐기며 이스탄불의
스카이라인을 만끽할 수 있는 루프톱 레스토랑은
최고의 선택이다.

페이니르 Peynir

전세계 누구나 즐기는 홍차. 하지만 터키인의

지방분만 모은 생버터. <백종원의

홍차 사랑은 유별나다. 하루종일 홍차를 입에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 나와 더욱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특히 터키인은

유명해졌다. 꿀과 함께 빵에 듬뿍

설탕을 듬뿍 넣은 홍차를 즐겨 마신다. 터키 중년

발라 먹는데, 버터의 느끼한 맛과

터키인들은 아침식사로 보통 5~6종의 치즈를

집집마다 내려오는 기법으로 절여

남자들 배가 볼록 나온 이유가 설탕 넣은 홍차

달리 고소한 맛이 강해 쉽게 질리지

푸짐히 즐긴다. 우유나 양젖으로 만든 치즈는

저마다 매력이 넘친다. 터키 남부

때문이란 말도 있다. 물론 아침식사에도 홍차는

않는다. 빵과 홍차, 카이막만 있어도

맛도 모양도 제각각. 그중 하얀색 치즈인 베야즈

지중해에서 생산된 올리브의 품질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아침식사로 손색 없다.

페이니르(Beyaz Peynir)는 필수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페이니르는 터키어로
'치즈'란 뜻. 배추김치,

제이틴 Zeytin

2

제이틴은 터키어로 '올리브'란 뜻.

총각김치, 파김치 등 상차림에 여러

흔한 블랙 올리브와 그린 올리브 뿐

김치를 놓고 먹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아니다. 각종 향신료로 맛을 더하고,

보스포루스를 바라보며 즐기는 만찬

Flavor

카이막은 우유를 끓일 때 나오는

보그 레스토랑 Vogue Restaurant
아시아와 유럽을 한눈에 파노라마로 담을 수 있는 이스탄

불에서 가장 황홀한 전망 포인트. BJK 타워 꼭대기 층에 자리한 루프
톱 레스토랑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이스탄
불 최고의 명소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메뉴가 인상적. 퓨전 터키시 요

Restaurant

카이막 & 꿀 Kaymak & Bal
차이 Cay

리부터 지중해풍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있다. 특히 매일 가
장 싱싱한 생선으로 선보이는 셰프 추천 스시 플레이트를 추천. 맛은
물론 예술작품에 가까운 플레이팅도 인상적이다. 근사한 레스토랑에
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보그 레스토랑이 정답이다.

뵈렉 Borek

수죽루 유무르타 Sucuklu Yumurta

살라트 Salati

얇은 밀전병에 시금치나 고기, 감자 등을 넣어 오븐에 구운

터키식 소시지, 수죽(Sucuk)은 짭잘하고 향신료 맛이

싱싱한 채소도 터키인의 아침식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터키식 패스트리. 레스토랑은 물론 주택가 빵집에서도 쉽게

강한 것이 특징. 얇게 썬 수죽을 프라이팬에 굽다 계란물을

토마토와 오이는 기본, 기다란 고추도 곁들인다. 레몬즙과

살 수 있다. 맛은 안에 든 재료에 따라 천차만별. 버터를 듬뿍

듬뿍 넣어 익힌 게 바로 수죽루 유무르타다. 계란이 반 정도

올리브유, 소금을 넣어 샐러드(살라트)로 먹거나 또는 생채소를

넣어 고소하다. 아침식사로 터키인들이 즐겨 먹어 뵈렉을

익었을 때 허브를 솔솔 뿌리면 완성. 한 수저 듬뿍 떠 빵에

그대로 먹는다. 싱싱한 채소는 아삭하고 달달한 맛. 눈물이 핑 돌

파는 집은 일찍 문을 연다.

올려 먹으면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다.

정도로 매운 고추도 있으니 덮어놓고 먹어다간 큰 코 다친다.

Shopping

Bazaar

주소 A blok K:13, Bjk Plaza Akaretler Spor Cad. No.92 Beiktas, Istanbul, Turkey 전화 +90-212-227-4404
운영시간 09:00~02:00 홈페이지 www.voguerestaurant.com

배 위에서 즐기는 로맨틱 타임 디너 크루즈 Bosphorus Cruise Dinner
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한다. 출렁이는 바닷물 너머로 웅장한 다리와 사원, 도시의 빛이 뿜어내는 활
기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것. 해질 녘 풍경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감동 그 자체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유
명한 크루즈는 중간에 서지 않고 파티흐 술탄 메흐메트 다리까지 다녀오는 포스포루스 크루즈. 에메뇌뉘,
카라쾨이, 베식타쉬, 위스퀴다르, 카드쾨이 선착장에서 출발한다. 식사를 더한 좀더 로맨틱한 크루즈를 원
한다면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크루즈 상품을 이용하자. 이스탄불의 부촌으로 통하는 베벡에 가면 아름다

넷플릭스의 프로그램 셰프의 테이블(Chef’s Table)에도 잠시 출
연한 적이 있는 메흐메트 귤스(Mehmet Gürs)가 오너 셰프로 있

는 미클라(Mikla)는 마르마라 페라 호텔 최상층에 있는 모던 레스토랑이

3

구시가지 도심에서 누리는 호사
아야 루프톱 라운지 A’YA Rooftop Lounge
아야소피아를 바라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수 있는 바.

운 해변을 따라 저마다 개성 있게 꾸며놓은 배들을 만날 수 있다. 갑판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꽃과 리본,

다. 입구를 지나 레스토랑 밖의 테라스로 나가면 그야말로 숨이 멎을 만큼

이스탄불의 대표 문화유산인 아야 소피아를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한눈

촛대 등으로 장식해놓은 모습이 이색적. 프라이빗한 크루즈 투어를 원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도 없다.

로맨틱한 이스탄불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특히 해가 저물

에 담을 수 있다. 추상적인 패턴의 소파와 오리엔털 느낌의 원목 의자

해가 지기 30여 분 전 출발, 물살을 가르며 7월 15일 순교자의 다리를 지난다. 현지인들의 데이트

기 시작하면 갈라타 다리 너머 이스탄불 구시가지가 붉게 물드는 모습이 모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테리어도 흥미롭다. 커피와 와인, 칵테일 등

명소로 유명한 오르타쾨이에 잠시 들러 음식를 배에 실으면 저녁식사 준비 완료. 케밥과 구운

습이 영화처럼 펼쳐진다. 7~8개의 메뉴로 구성된 디너 코스가 3가지 정도

다양한 음료는 물론 술안주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스낵도 마련되어

채소, 샐러드와 튀김 등으로 차려진 식탁에 둘러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 이게 바로

마련되어 있는데 가격대는 375~ 495리라다. 식사가 부담스럽다면 테라

있다. 무엇보다 아야소피아와 블루 모스크, 오래된 이스탄불 거리와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디너 크루즈의 비용은 보트 대여 2시간에 400리라, 한

스의 스탠딩 테이블, 혹은 칵테일 바에 앉아 가볍게 칵테일 한 잔을 마시며

마르마라 해 등 이스탄불의 주요 명소를 가장 쉽고 편하게 두 눈에 담

사람 당 식사비 30리라를 추가 하면 된다. 4인 기준 520리라 수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이스탄불에서 가장 환상적인 야경을 즐기는 것도 좋다.

원 정도면 2시간 동안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로맨틱한 디너를 즐길 수 있다.
34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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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최고의 야경 스폿 미클라 Mikla

History

보스포루스 해협과 마르마라 해, 골든 혼이 감싸고 있는 이스탄불.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기 위해

주소 Asmalı Mescit, The Marmara Pera, Mesrutiyet Cd. No.15, 34430 Beyoglu, Istanbul,
Turkey 전화 +90-212-293-56-56 홈페이지 miklarestaurant.com

을 수 있어 매력적이다.
주소 Tevkifhane Sokak No.1 34122 SultanahmetEminönü, Istanbul 전화 +90-212-402-3000 운영 시간 12:00~23:00
홈페이지 www.fourseasons.com/istan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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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고 싶은
쇼핑 거리

세계 어딜 가나 현지인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동서양 문물이 뒤섞인 실크로드의 거점 이스탄불.

느낄 수 있는 곳은 역시 시장이다. 물건을 고르며

다채로운 분위기의 쇼핑거리가 여행자를 유혹한다.

Museum

Landmark

이스탄불 대표
바자르
상인들과 흥정을 하다 보면 어느새 터키의 낯선

Flavor

문화가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다.

세련된 젊음의 거리, 이스티클랄 거리 Istiklal Street
신시가지에 자리한 탁심 광장(Taksim Meydani)에서 남쪽으로 1km 정도 이어지는 거리다. 탁심 광장
있다. 이스티크랄 거리는 고급 브랜드 숍과 백화점, 음식점이 몰려 있는 젊은이의 거리로 ‘이스탄불의
©MissMauiHollyday

이스탄불의 청담동 니샨타쉬 Nishantashi

명동’이라 부를 만한 곳. 고풍스러운 노면 전차인 트램바이(Tramvay)가 도로 한가운데를 달리며 운치
있는 풍경을 만들고, 유행의 첨단을 걷는 이스탄불의 패션 리더들이 저마다 개성을 뽐내며 바삐 오간
다. 저렴한 할인 상품점과 각종 기념품점이 들어서 있어 쇼핑하기에 좋으며, 골목마다 작고 아담한 카

이스탄불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련된 거리. 청담동에 꼭 명품을 사기 위해

페가 있어 잠시 들러서 쉬어 가기에 좋다. 거리에서는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거리 공연이 펼쳐지기도한

서만 가지 않는 것처럼 이스탄불 부자들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한번쯤 들

다. 분위기 좋은 바와 클럽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Restaurant

중앙에는 공화국 기념비가 우뚝 서 있으고 광장 주변에는 고급 호텔과 쇼핑 상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러볼 만 하다. 그렇다고 범접하기 힘든 로컬 디자이너의 부티크나 프라다,

속한다. 옛날 이집트에서 보내온 공물을 모아 두던 창고를 개조해 꾸민 시장으로 음식 상점들이 주류
를 이뤄 현지인도 많이 찾는다. 각종 향신료와 소시지, 치즈, 캐비어, 차 등을 구입할 수 있고, 터키 젤리
인 로쿰’과 사과차 등 터키의 전통 먹을거리도 구입할 수 있다. 상점 수는 총 80여 개. 상점 수는 적지만
‘ㄱ’자로 꺾인 간단한 구조여서 다니기는 더 편하다. 어떤 음식에 쓰는 것인지 궁금한 원색의 향신료 가
루들과 이름도 생소한 치즈, 주렁주렁 매달린 먹음직한 소시지 등을 구경하다 보면 특별히 살 게 없어

Bazaar

예니 자미 옆에 있는 향신료 시장. 그랜드 바자르보다는 작지만 이스탄불에선 비교적 큰 규모의 시장에

루이비통, 페라가모 등의 값비싼 브랜드만 있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말 것.
자라나 H&M 등 친숙한 브랜드도 눈에 띈다. 워낙 유명한 명품 거리인만큼
섹시한 자태의 슈퍼카도 쉽게 볼 수 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패션도
예사롭지 않다. 터키 현지인은 물론 다국적 패셔니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
인 느낌. 자세히 살펴보면 패션은 물론 향수나 보석, 희귀 미술 서적도 만날
수 있다. 터키 전통 음식은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중국 등 전세계
음식을 다루는 고급 레스토랑도 곳곳에 있으니 식사를 즐기기도 좋다.

Shopping

향신료 천국 이집션 바자르 Egyption Bazaar

도 즐겁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시장 바깥의 마흐무트 파샤 거리의 재래시장도 꼭 들러 보자. 식료품과
일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진정한 현지인만 모여드는 남대문시장 같은 분위기를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 그랜드 바자르 Grand Bazaar

느낄 수 있다.

술탄아흐메트 지구에 자리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 1461년에

찾아가는 법 트램 에미노뉘(Eminönü) 역에서 하차 후 예니 자미 방향 으로 이동

형성된 시장으로 출입구만 100개에 달하고 4500개가 넘는 상점들이 미로
처럼 얽혀 있다. 규모와 상점 수가 엄청나 하루에 모든 상점을 둘러보는 것

History

은 불가능하다. 15세기 중반에 귀금속 전문 시장으로 문을 열었지만 현재
는 귀금속과 더불어 카펫・가죽 제품・보석・그릇・그림・의류・앤티크 소품
등 터키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기념품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14
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행자가 들른 여행 스폿으로 선정될 정도로 1년
365일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워낙 넓고 복잡한 데다 비슷비슷한 길이
많아 길을 잃기 십상. 먼저 지도를 보고 위치를 파악한 후 움직이는 것이 좋
다. 정찰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흥정도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저녁 7시에
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에 30분 전에 미리 밖으로 나와야

MORE INFORMATION
벼룩시장의 소소한 재미 오르타쾨이 Ortaköy Market
보스포러스 대교와 오르타쾨이 자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지역으로 그
리 넓지 않아 가볍게 둘러볼 수 있다. 바닷가에는 예쁜 카페들이 늘어서 있고 아담
한 골목길 안에는 바닷가보다 저렴한 식당들이 많다. 주말마다 열리는 벼룩시장
도 볼거리. 액세서리・가방・모자・스카프 등을 파는 노점상과 쇼핑하는 사람들로

한다는 것. 상점들도 6시 즈음이면 하나둘 문을 닫고 철수를 준비한다. 길

활기찬 분위기가 좁다란 골목을 가득 채운다. 커다란 통감자의 속을 파서 각종 소

을 잃기가 쉬울뿐더러 곳곳에 출입구가 있어 들어간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스와 요구르트・치즈・옥수수 등을 넣어 먹는 ‘쿰피르’가 이곳의 명물 음식. 거리

낯선 곳으로 나올 수도 있다. 가장 넓은 메인 로드를 기억하며 길을 잃지 않
도록 주의한다.
찾아가는 법 트램 베야짓(Beyazıt) 역에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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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쿰피르를 파는 포장마차가 10개 정도 죽 늘어서서 저마다 개성 넘치는 맛
으로 손님들을 끌고 있다. 이곳에서 출발하는 보스포러스 크루즈도 있다.
찾아가는 법 보스포러스 대교와 오르타쾨이 자미 옆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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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고대 역사

비잔틴과 오스만 제국의 역사가 뒤섞이고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스탄불에 이어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등을 아우르는 고

터키의 역사를 보다 깊게 이해하려면 터키의 남동부로 향해야 한다. 경이로운

고학 박물관. 총 14개의 주요 전시관과 33개의 애니메이션 및

선사 시대 유적과 예언자 아브라함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샨르우르파와 아디아만

영상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3층 구조로 된 전시장 내부의 면

히스토릭 루트를 소개한다.

적만 약 3만 4000m2에 이르는데, 이는 터키에 있는 박물관 중

Landmark

터키 남동부
역사 여행 루트

샨르우르파 고고학 박물관 Sanlıurfa Archaeology Museum

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예언자 아브라함 관련 영상을 볼 수 있

샨르우르파는 터키 남동부에 있는 예언자들의 도시. 원
래 이름은 우르파(Urfa)였는데, 1919년부터 벌어진 터
키 독립전쟁에서 보여준 이 지역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
을 기리기 위해 터키어로 영광스러운, 위대한 등의 의미
를 가진 샨르(Sanlı)를 도시명 앞에 붙여 현재는 샨르우

고, 비록 복제 전시물이긴 하나 거대한 석상과 괴베클리 테페
에서 출토된 일부의 진짜 유물도 관람할 수 있다. 약 1만여 점

Museum

예언자들의 도시, 샨르우르파 Sanlıurfa

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주소 Haleplibahçe, 2372. Sk., 63200 Merkez/Eyyübiye/Eyyübiye/
Sanlıurfa, Turkey 전화 +90-414-313 -15-88
운영시간 여름 시즌(4월 1일 ~ 10월 30일) 08:00 ~ 19:00 겨울 시즌(10월
31일 ~ 3월 31일) 08:00 ~ 17:00 입장료 성인 기준 14리라
홈페이지 https://muze.gov.tr

르파로 부르고 있다. 샨르우르파는 이슬람은 물론 기독

Flavor

교와 유대교 신자들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 도시다. 세 종
파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예언자 아브라함과 관계
가 있는 곳인 것. 실제로 샨르우르파 중심부의 성벽 아래
에는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동굴이 있다. 또
한 당시 왕이었던 넴루트는 석상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
를 비판한 아브라함을 태워죽이라고 명했는데 기적이 일

Restaurant

어나 불길은 물로 바뀌고, 장작은 물고기로 변해 물고기
연못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연못 안에 사는 물고기를 잡지 않는다고. 하지
만 종교를 떠나서도 샨르우르파는 현대 고고학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었는데 그 중심에 선사 유적 괴베클리
테페의 발견이 있다.

Sanlıurfa

Bazaar

Sanlıurfa Archaeology Museum

Göbekli Tepe

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골라 신전을 건설했다고도 볼 수 있다. 수십 개에 달하는 T자 형의 돌기둥은 비록 얼굴 모양은 새겨져 있지 않지만 몸통 부분에 새겨진 팔의 모양
으로 보아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유적에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돌 기둥에는 갖가지 동물이 새겨져 있고, 그것은 석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위로 올라갈 수록 작아져 가장 위쪽은 아래와 다르게 사각 형태를 띄고 있다. 발굴 과정에서 괴베클리 테페 유적은 마치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 의도적으로 다시 묻은 흔적이 발견되
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십 톤이 훌쩍 넘는 거대한 돌기둥을 어떻게 이곳까지 옮겨왔는지, 나아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쓰러지지 않
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배불뚝이 언덕’이
라는 뜻을 가진 괴베클리 테페(Göbekli Tepe)는 1963년 처음 발견됐다. 하지
만 발견 당시에는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1995년이 돼서야
독일인 고고학자에 의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다. 기원전 1만 2000년경 형성
된 유적으로 추정되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전으로 여겨 지기도 한다. 이는 스톤
헨지나 피라미드에 비해 적게는 4000년 이상 앞선 유적이라는 뜻이 된다. 최근
에는 사람과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아직도 전체
유적의 20% 정도 밖에 발굴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만으로도 우리가 배워온 선사시대 생활상에 대한 상식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괴베클리 테페 유적 발견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인
류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을 보통 농경이 시작된 이후로
여겼는데, 괴베클리 테페 유적을 보면 어쩌면 그 훨씬 이전부터 인류가 공동체 사
회를 구성했을 수도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신전을 지어 올릴 만큼 조직적인 생활
을 하고 그에 걸맞는 문화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운영 시간 여름 시즌(4월 1일 ~ 10월 30일) 08:00 ~ 19:00 겨울 시즌(10월 31일 ~ 3월 31일) 08:00
~ 17:00 입장료 성인 기준 36리라

수면 아래 잠든 도시, 할페티 Halfeti
샨르우르파에서 서쪽, 유프테스강 상류에 여행자들의 흥미를 자극
할 만한 곳이 있다. 마을의 일부가 물 아래 잠겨 버린 도시, 할페티가
그곳. 1990년 대에 추진된 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시 이 지역에
도 비레직(Birecik)이라는 이름의 댐이 건설되었는데, 이는 기원 전
부터 이어져온 할페티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말았다. 댐이 건

Shopping

괴베클리 테페는 샨르우르파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평원에 자리해 멀리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발굴을 주도했던 고고학자들의 말대로 이곳이 신전의 역할을 했다면 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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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eti

설되기 전까지 도시의 주민들은 강에서는 낚시를 하고, 뭍에서는 농
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댐이 건설되고 나서 강의 수위가 높아지자 이
스키 할페티(Eski halfti , 우리말로 하자면 구 할페티), 룸크엘레
(Rumkale), 사바산(Savasan) 등 세 곳의 도시가 물 속에 잠기고 말
았다. 하는 수 없이 국가가 나서 인근에 새로운 도시를 조성한 뒤, 몇
안되는 세 도시 주민들의 집을 직접 구입해 이주를 유도했다고. 불과
2년 전까지도 몇몇 가구가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
은 그들마저 모두 떠나고 이제 도시는 텅텅 빈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세 도시를 제외한 강 어귀의 다른 지역에는 여전히 주거지와 숙박 시
설들이 있고, 강 주변으로 다수의 레스토랑이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으
로 인해 할페티는 다른 나라 여행자들은 물론 터키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크게 주목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터키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 중 한 곳이 되었다. 파란 하늘 아래, 물결마저 잔잔한 강 위를 가로지르는
배 위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은 더 없이 평화롭기만 하다. 만 아무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한 낮의 태양빛을 받
아 반짝거리는 저 에메랄드빛 수면 아래로, 수장된 도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정도다.
주소 Rüstiye Mahallesi, 63950 Halfeti 전화 +90-537-736-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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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다시 쓰는 역사, 괴베클리 테페

Göbekli Tepe

가슴 벅찬 해돋이의 순간 넴루트 산 국립공원 Nemrut Dag

있지만, 걸어서 정상으로 가는 길은 꽤나 힘든 고난의 여정이다. 눈 앞에 띄
엄띄엄 놓인 계단을 보면 이제 다 왔겠지 싶지만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알
아볼 수 있는 높은 계단이 불쑥 나타나 눈앞이 캄캄해진다. 차라리 경사가
좀 있더라도 계단이 아니라 비탈이라면 좀 덜 힘들텐데. 계단을 오르다보
면 차고 시린 새벽 바람이 무색할 만큼 땀이 비오 듯 흐른다. 하지만 너무 낙
담하지 말 것. 정상에 도착하면 방금 전의 고생이 무색할 만큼 멋진 풍경이

Museum

히고 있지만 길은 어둡고 숨은 턱까지 차오른다. 산 중턱까지는 차로 갈 수

Landmark

이스탄불 신공항 &
터키항공 비즈니스
라운지

넴루트 산 국립공원에 가려면 새벽부터 길을 나서야 한다. 어둠은 점점 걷

2028년 완공시 320개 이상의 목적지로 취항하고 연간

눈 앞에 펼쳐진다. 넴루트의 해돋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가슴 벅차

2억 명을 수용하는 세계 최대 공항이 될 이스탄불 신공항.

고 황홀하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해돋이보다 더 신비로운 유적이 넴

터키항공도 지난 해 4월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이스탄불

루트 산(Nemrut) 정상에 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신공항으로 이전,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 라운지를

콤마게네(Commagene) 왕국, 왕의 묘소이다. 왕조의 전성기를 기리기 위

선보였다.

해 안티오쿠스 1세가 조성한 것인데, 안티오쿠스(Antiochus I) 자신의 조
의 조각이 함께 늘어서 있다. 신기한 점은, 모든 조각상들의 머리가 몸체에

공항 안의 특급호텔, 터키항공 비즈니스 라운지

서 분리되어 땅에 떨어졌는데도 어떤 머리도 가로 놓여있지 않고 제 몸 바

이스탄불 신공항 국제선 출발층 E1 탑승 게이트 맞은편에 자리한 터키항공 비즈니스 라운지는 휴식과

로 아래 있다는 것이다. 지진을 비롯한 몇 가지 이유가 제기되었지만 아직

식사, 엔터테인먼트까지 한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급 호텔 그 이상의 공간. 공항 내 라운지라고 하기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적은 동쪽과 서쪽 테라스로 구분된다.

Flavor

각상을 비롯해 티케, 헤라클레스, 아폴로, 제우스 등 8~9m에 달하는 신들

엔 믿을 수 없이 넓은 5600m2 규모에 최고급 시설, 편리한 이용 시스템이 감탄을 자아낸다. 라운지에

동쪽 테라스를 통해서는 그 어느 곳보다 환상적인 해돋이를, 서쪽 테라스

안이 보이도록 투명하게 디자인한 것이 인상적이다. 안으로 들어서면 푹신한 소파와 테이블이 놓인 시

조각상들은 저물어가는 노을 빛을 머금고 황홀한 색의 변주를 보여준다.

원한 휴식 공간과 음식을 먹기 좋은 테이블이 군데군데 놓여 있고, 안쪽엔 프라이빗 서재 느낌의 아늑

해돋이를 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7~8월이며, 11월 이후로는 폭설 등의

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신선한 샐러드와 치즈, 고급스러운 디저트는 물론, 즉석에서 해주는 터키시

이유로 입산이 금지된다.

전통요리와 파스타도 입맛을 돋운다. 물과 음료로 가득 채운 냉장고가 곳곳에 놓여 있고, 각종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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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여름 시즌(4월 15일 ~ 10월 2일) 04.15 ~ 10.02) 일출 및 일몰 시간에 맞춰 운영
겨울 시즌(10월 3일 ~ 4월 14일) 08:00 ~ 일몰까지

와 와인, 진 등의 주류도 마련되어 있다. 터키항공 비즈니스 라운지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완벽한 샤

Restaurant

체크인을 한 후 가장 먼저 찾을 곳은 개인 물품 보관함. 번호를 잊거나 착각해 혼란을 겪을 것을 배려해

에서는 일몰을 마주볼 수 있다. 특히 해가 질 무렵이면 서쪽 테라스에 놓인

워시설.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하면 진동벨을 통해 순서를 알려주는데, 널찍하고 깔끔한 시설은 물론 수
건과 어메니티도 고급스러워 만족스럽다. 콘솔 게임과 스크린 골프, 비행기 모양의 미끄럼틀과 쿠션들
이 놓여 있는 키즈존 등도 마련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Bazaar

Nemrut Dag

Cendere Köprüsü

아디야만에서 북쪽으로 55km 떨어진 고대 도시
아르 사 메아 (Arsameia) 근처에 있는 로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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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웅장한 협곡을 통해 흐르는 개울 양면에 연

세계 최대 최고의 이스탄불 신공항

결되어 있다. 폭 7m, 높이 30m, 길이 120m의 규

이스탄불 신공항은 시내에서 35km 떨어진 이스탄불 북쪽 7600만 m2 부

모로 매끄럽게 균형 잡힌 형태가 놀라울 정도로 완

지에 건설 되었다. 공사는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1단계가 완료되

벽해 고대 로마 건축의 기념비적인 예로 거론되고

어 2개의 활주로와 900만 명을 수용하는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다. 2028

있다. 로마제국의 황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그

년 완공되면 활주로 6개, 터미널 4개, 그리고 항공기 233대를 수용할 수 있

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은 다리로, 다리 입구 양

는 주기장이 마련된다. 또한 연간 최대 2억 명의 여객을 수송하며 각종 사

쪽에 각각 2개씩 총 4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지금

무실과 레지던스 호텔, 병원, 문화 행사 및 공연 시설, 디자이너 아울렛과

비자	90일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은 3개만 남아 있다. 세베루스의 아들 카라칼라가

엑스포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스탄불 신공항에 들어선 보스포루스

시차	우리나라보다 6시간 느리다.

동생 게타를 죽이고 황제에 오르면서 게타의 이름

존(Bosphorus Zone)은 소규모 점포와 면세점이 입점한 쇼핑구역. 보스

기후	이스탄불은 지중해성, 흑해성 기후를 띤다.

이 새겨진 모든 건축물을 없앴는데, 젠데레 다리

포루스 해협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됐다. 이 구역은 패션 가든(Fashion

언어	터키어.

기둥이 그 중 하나였다. 다리 동쪽으론 거대한 바

Garden), 패밀리 팰리스(Family Palace), 스타일 비치(Style Beach), 아

위들이 압도적인 절경 보여주고 천혜의 쉼터가 되

이콘 걸프(Icon Gulf)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스탄불 공항 내 451개 객실을

어주고 있다. 젠데레 다리는 현재 보존 차원에서

운영하는 요텔(YOTEL)은 유럽에서 가장 큰 공항 호텔. 출국심사 전후 모

전압	220V, 50Hz.

차량 통행을 금하고 있지만 헤식지 않아 다리로서

두 이용 가능한 랜드사이드(landside, 일반구역)와 에어사이드(airside,

항공	터키항공이 매일 2회 인천과 이스탄불을 연결한다.

제 기능을 거뜬히 하고 있다.

면세구역)으로 나눠어 있다. 에어사이드는 객실 점유율 80~100%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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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랜드사이드는 보통 60~6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TRAVEL INFORMATION
터키 여행 정보

통화	터키의 화폐 단위는 리라(TRY).
1TRY = 206.89원(2019년 12월 14일 기준).
전화	터키의 국가 번호는 90.

비행시간은 약 11~12시간.

AB-ROAD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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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데레 다리 Cendere Köprüsü

History

Shopping

고대 로마 건축의 위대한 유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