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은 “사랑의 도시”, 아시가바트(Ashgabat)!

힐링과 희망을 안겨준 아시가바트! 진정 ‘사랑의 도시’였다.

Ashgabat means "city of love" or "city of devotion". The name goes back to the Parthian era, 3rd century BC.

에필로그

투르크메니스탄을 다시 방문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지난해 어머님 사망 이후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
달리며 건강이 몹시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과음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心身)의 허약(虛弱)은 먼 나라
투르크메니스탄까지 가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 와중에 하늘의 도움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초청의 국제컨퍼런스(6월 12-13일)에 영광스럽게 초대되었다. 다
시 용기를 냈다. 객사(客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국제세미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을 안은 채 길을 나섰다.
항상 그랬듯이 Turkmenistan 국제세미나는 내게 ‘힐링’의 기회를 주었고, 정신도 몸도 크게 정화(淨化)되었기에 무사
히 귀국할 수 있었다. 좌절(挫折)의 늪에서 헤매던 내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그 세미나는 또 다른 인생(人生)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소중한 추억(追憶)을 결코 잊고 싶지않다(鏡巖: 2016/06/20).

잠시 들른 이스탄불도 낯설고 두렵기 까지 했다.

트랜짓을 위해 잠시 머문 이스탄불! 잦은 방문으로 낯익은 도시였지만, 이번엔 몹시 생소해 보였다. 테러(terror)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전보단
차분한 분위기였다. 지난번엔 현숙이 덕분에 아무 걱정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
이번엔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하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호텔방에만 죽치고 있다가 비행기를 탈 수는 없었다. 안전상 택시를 불러 시내로 나갔다.
최소한 고고학박물관에서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기 위해서 …

건강과 행복의 수메르인(Sumerian)을 찾아 나섰지만,

지난번 고고학박물관 방문시 ‘쐐기문자’에 현혹되어 비록 모사품이긴 하지만 조그만 기념품을 하나 산적이 있다. 귀국하자마자 영의
가 차지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 더 장만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스탄불 시내로 나온 주 목적도 그 <기념품>에 대한 집
착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고학 박물관은 공사중이었고, 축소된 기념품 가게에는 내가 찾던 쐐기문자 기념품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
았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씁쓸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설상가상! 고고학 박물관도 공사중.

고고학 박물관은 공사중이었고 밖에선 택시기사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서둘러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서야 했다.

그저 낯익은 유물사진 몇 장만 남긴 채 …

세계 최초의 ‘카디시아 평화조약’에 관한 쐐기문자 기록판. 남아라비아(예멘)의 마블조각, 이집트 스핑크스,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유적
등에 관한 사진 몇 장을 찍고 기약없는 재회를 약속했다.

박물관 나오던 길! 시바(Sheba) 생각이 나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약(藥)을 준비해갔지만 겨우 추스른 이빨이 재발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시바와의 옛 기억을 떠올리려 10리라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먹었다. 익살스런 청년의 장난기는 여전했다. 초행(初行)인줄 알고 바가지요금 씌운 택시기사가 밉긴 했지만 그도 빼놓을 순 없었다.
엉뚱한 짓을 하기에 내가 앞장서서 길을 찾았더니 나중엔 멋쩍어하기까지 하더군.

다시 이스탄불 공항으로 ---

다시 QUA Hotel로 돌아와 공항으로 향했다. 셔틀버스에서 만난 쉬라즈에 산다는 이란인 K.H. Naseri를 만나 쉬라즈 얘기와 옛 친구 Ali의
소식을 물으며 대화(對話)를 시작하니 비로소 옛날의 감각(感覺)이 살아나는듯했다.
지난 방문 때 공항에서 현숙이가 배웅하던 그 레스토랑에서 ‘슈트라츠’를 시켰다. 출발 직전에 위장을 다쳐서 그 좋아하던 커피도 삼갔다.

아시가바트행 비행기에서조차 에뜨랑제의 고독 ---

출발을 기다리는 비행기에서 조차 고독(孤獨)을 떨칠 수 없었다. 언제나 늘 혼자였지만 이번엔 더 진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저 멍한히 공항 활주로만
응시하고 있었다.

2016년 신축한 아시가바트 공항에서 크게 당황하고 …

밤 2시경 어둠속에 도착한 공항에서 다시 크게 당황했다. 우선 공항이 대규모로 신축돼 있었음에 놀랐고, 다음은 비자발급 후 어리둥절하
며 (사진 우하) <안면인식기>를 어렵사리 통과했더니, 초조하게 기다리다 찾은 가방을 모두 오픈하라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담
배> 때문에 훈계(⇐ 2갑만 허용)를 받고 공항을 빠져 나왔다. 그러나 담배를 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아시가바트 신공항은 2016년 9월 23억 달러를 들여 미래를 대비한 “거대한 새(giant-bird)” 모양으로 재건축한 것으로 디자인이나 규모
면에서 가히 타의추종을 불허했다. (⇔ 사진 촬영이 힘들어 인터넷 사이트 인용)

하지만 ASHGABAT HOTEL은 다시 날 반겨 주고,

이른 새벽 도착한 아시가바트 호텔! 지난번에도 묵었던 호텔이라 오히려 친근감까지 들었다. 1335호의 전망 좋은 방(房) 또한 안성맞춤이었다.
공항에서부터 체크 당한 흡연 -도시전체가 금연이고, 담배는 2갑만 허용 -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어쨌든 이 호텔에 묵으며 건강이 회복(回復)되기 시작했고 식욕(食慾) 또한 왕성해졌다.

방문 첫째 날! 박물관과 전통시장 방문

방문 첫날은 특별한 행사가 없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과 Ylham Park와 근처의 전통시장과 Modern Market를 방문했다.

Museum of the Turkmen State Cultural Center, the Museum of Turkmen Carpet

≪말(馬: Akhaltekin)과 카페트(Carpet)의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고대 실크로드(Silk Road)의 교역요충지다. 따라서 고대
로마유적, 페르시아 유적을 비롯하여 중국(中國)과 중앙아시의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번 내 발표에서도 <말과 카페트>는 투르크멘인의 중요한 “정신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Ylham" Park & Traditional Market 방문

전통시장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진촬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었고 상품 또한 유사했다. 이곳의 <면제품>은 양질(良質)의 저
렴한 제품들이다.
지난번 방문 때 구입한 티셔츠가 너무 좋아서 하나 살까 했더니 이번엔 디자인이 좋은 게 없었고, 좋은 디자인의 티셔츠는 외국의 유명
브랜드와 제휴하여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특히 동물 뼈나 가죽 등으로 만들어진 <기념품>은 모두 사라졌다. 지난 번 구입했던
<낙타 key holder>도 찾을 수 없었다. 동물보호의 일환인 듯 했다

그러나 낙타는 사라지고 ---

투르 크메니스 탄의
상 징 인 말 ( 馬 ),
Akhaltekin 은 세 계
적인 명마(名馬)로
“투르크멘의 자존심”
으로 대변된다.
Turkmen의 상징으
로 Emblen에 있으
며, 이번 세미나에
서 나는 “정신적 개
혁”의 대상으로 이
말을 제시했다.

나는 마스코트, 특히 그 나라 상징이 될 수 있는 기념품을 좋아한다. 그래서 마스코트는 항상 내 <행운(幸運)의 징표>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 내 작은 카메라 가방에 달린 카멜본으로 만들어진 투르크메니스탄산(産) <낙타>는 여태껏 내 소중한 친구
이다. 시장을 온통 다 뒤졌지만 낙타는 없었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shop에서 예쁜 백마(白馬)를 구해 Room Desk에 올려놓고 귀국할
때까지 새로운 행운의 징표로 삼았다. (우하(右下)의 낙타는 지난번 방문 때 구입한 것이다)

안락하고 전망 좋은 호텔과 푸짐한 식사

호텔은 안락하고 전망도 좋았으며 특히 야경(夜景)은 찬란했다. 가로등이 대낮처럼 밝게 비치는 시내의 야경은 환상적이기까지 하다.
가스가 풍부한 나라여서 그런지 부럽기까지 하다. Room에는 푸짐한 과일이 있었고 레스토랑의 메뉴는 매우 다양하며 풍족했다.

국제세미나 첫째 날 Opening Ceremony에서 성공적인 발표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영광은 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도 오프닝 세리머니에서 3번째로 발표하는 영광을 얻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中國), 일본(日本)의
발표자도 선택되지 못한 자리에 한국(韓國)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다. 국위선양(國威宣揚)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부담감마저 들었다.
한편 Turkmenistan TV는 단조로웠기에 재방송으로 나의 발표와 인터뷰 모습이 계속 방영되어 참가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
가족(家族)과 내 나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Ali Abudulla Saleh 예멘대통령 이후 영광은 계속 되고 …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후일담이긴 하지만 참석자들과 대화도중 “Turkmenistan의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Yemen의 쌀레
대통령, Libya의 까다피 대통령, Lebanon의 하리리 수상 등을 만났다”고 했더니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라 중동
연구에 대한 내 결과물이었다. 아직도 못다 한 연구(硏究)가 계속되고 있으니 내게는 무한한 영광(榮光)이 아닐 수 없다.

예절과 전통을 중시하는 투르크멘 사람들

투르크메니스탄 행사에는 예외없이 전통과자와 과일을 든 여자가 전통의상을 입고 친절히 환영한다. 학생들의 <교복(校服)>도 전통의상
이다. 축하공연은 기본이다.
꽃을 든 사람들은 석사학위를 받은 학생들이다. 공연에 등장하는 전통의상 또한 화려하기 그지없다.
한국의 전통(傳統)이 사라진 지금 아쉬움이 더하다. 아랍이나 인도, 중국, 일본 심지어 몽골도 자신들의 전통의상(傳統衣裳)을 존중하며
자긍심을 갖는다. 한복(韓服)이 사라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자긍심을 표현할 것인가!

사막의 황무지에 세운 <사랑의 도시>, 아시가바트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제4위의 가스매장
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인구는 약500만
정도다.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교역로였으
며 최근 고고학의 연구가 활발하다.

여기서도 내 연구대상인 <무궁화>를 발견
했다. 농업생산이 전체 GDP의 15% 정도
이며 젊은 노동력이 전체 인구의 약60%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다.

아시가바트 시내는 조경(造景)이 잘 이뤄진 도시다. 하지만 UAE의 두바이처럼 사막위에 세운 현대식 도시다. 언뜻 보면 수목과 꽃이 울창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水)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곳곳에서 물을 품어대고 있다. 산(山) 자락도 물을 공급하며 조경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못내 아쉬워 ‘막틈굴리(Magtymguly)’ 흉상을 구입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성공적인 세미나였지만 그래도 무언가 아쉬워 ‘막틈굴리 프라기(Magtymguly Pyragy)’ 흉상을 구입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낙타를 구하지 못한 허탈감은 그래도 무언가 기념품을 필요로 했다. 값이 비싸(100$) 이틀이나 흥정하다가 마지막 날 용기를 내어 80달러에 구입
했다.
막틈굴리 프라기(1733-1797)는 8세기 투르크멘의 정신적 지도자였으며 현재도 가장 숭배받는 인물이다. 거리에 동상은 물로 막틈굴리대학도 있다.
나는 2014년 5월 “막틈굴리 프라기(Magtymguly Pyragy)와 우주적인 인간의 문화가치”에 관한 국제컨퍼런스에서도 오프닝 세리머니에서 발표
를 했다(우측 사진). ⇐ http://hopia.net/kime/news/knw27.htm 참조. 그래서 막툼굴리 또한 나의 숭배 및 연구대상이다.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아쉬움에 힘들게 구입했지만, 귀국하자마자 플래스틱 제품이라는 조롱을 받을 땐 허탈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아시가바트 공항에서 다시 이스탄불로 …
- 난 해외출장에서 맺은 많은 <Global Family>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란의 Ali, 예멘의 Kibsi, Hakim, Sarah, 모리셔스의 함자, 몽골의
Billy와 Dolgorma(선화)가 대표적이며 국내에도 현숙이 있다.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내 연구(硏究)에서 얻어진 큰 수확이다.
그래서 내 삶은 그 누구보다 넓고 풍요롭다. 이제 다시 잠시 정들었던 친구들과도 공항의 이별을 해야 했다 -

만감(萬感)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렸다. 시바가 “이스탄불에 지진”이 났다는 전화에 긴장이 되었지만, 투르크메니스
탄에서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도 않고 통화료는 무척 비쌌다. 때문에 이스탄불에서 연락하기로 하고 그저 초조한 기다림의 훈련도 했다.

다시 돌아온 이스탄불은 출발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다.

<하늘에서 바라본 이스탄불 시내 전경>
출발할 때의 어설픔이 말끔히 사라졌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이스탄불 시내는 밝은 햇볕으로 눈부시게 빛났다. 인도네시아 참석자
Dr. Ir Hermawan Nugroho는 이스탄불 관광의 좋은 길벗이 돼줬다.-

갈라타 타워(Galata Tower) 부근에서 유람선에 몸을 싣고,

한국을 출발 때부터 보스프러스 해협의 유람선을 꼭 타고 싶었다. 잔잔한 비치색 바다와 일러이는 파도는 내게 많은
추억(追憶)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바와 현숙이와 함께 했던 유람은 기억(記憶)에 아직도 생생하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동행(同行)한 인도네시아 참석자 Nugroho와 상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초행(初行)이라
갈라타 타워(Galata Tower)를 보겠다 해서 그를 남겨둔 채 혼자 유람선에 몸을 실었다.
공교롭게도 유람선을 타던 시간이 선친의 기일(忌日) 제사시간이었다. 상의가 제사(祭祀) 사진을 문자로 보내왔다. 고마웠다.
이번에는 보스프러스가 아닌 마르마라(Marmara) 해협을 누볐다. 머릿속 많은 고뇌와 생각들을 바닷물에 날려 보낸 매우
고귀한 시간이었다.

토카피 궁전에서 새로운 발견(發見): 수 천년 묵은 주목(朱木)

여러 차례 토카피 궁전을 방문했지만 이토록 오래묵고 큰 주목을 발견한 것은 처음이다. 경악(驚愕)을 금치 못했다. 수령이 족히
수 천 년을 되리라는 거목(巨木)들이었다. 이제야 뒤늦게 발견하긴 했지만 나에겐 거의 환상적 수준의 감회(感懷)를 안겨주었다.

장미(薔薇)와 어우러진 거목(巨木)은 그자체로 환상적이었다.

나는 평생 수많은 나무를 심고 가꿨다. 그 가운데서도 주목(朱木)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키우고 있다. 그래서인지 토카피 궁
전의 화려한 보석(寶石)도 눈에 띄지 않았고 관심조차 두고 싶지 않았다.

술탄 아흐멧 모스크 앞 주목(朱木)도 더 품위있고 우아해졌다.

1990년대 여기서 초라한 모습의 주목(朱木)을 발견하고 느낀 환희를 그 누가 알겠는가! 한국 관광객들이 수없이 이곳을 다녀가긴 하지만,
이 주목의 자태(姿態)를 아는 이 그 몇몇이겠는가? 나는 그 이후 줄곧 이 광장의 주목을 지켜봐왔고 최근에 잘 조경(造景)된 터라 이스탄불
에 오면 반드시 찾아보는 습관까지 들었다. 주목의 가치와 자태를 힘껏 뽐내는 곳이 이곳이다,

성(聖) 소피아 사원의 분수도 덩달아 힘을 과시하고 …

술탄아흐멧 모스크를 돌아 나와 시원한 분수대 앞에서 바라보는 색 바랜 붉은 벽의 ‘하기아소피아’, <성(聖) 소피아 사원>은 그 자체가
하나의 백과사전이다. 그런 이유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의 함축된 박물관(Müzesi)이며, 역사의 생생한 현 주소다.
※ 성소피아 사원은 “거룩한 지혜”라는 뜻으로, 537~1453년까지 약 900여 년 동안 비잔틴제국의 중심으로 콘스탄티노플의 대성당으
로 사용되었다.
교회로 사용되던 이 사원은 그 후 이슬람점령이후인 1453년부터 약 500여 년 동안 이슬람사원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35년부터 현
재까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소피아 사원의 모자이크에는 약 9톤의 금(金)과 만 여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웅장한 술탄 아흐멧 모스크 주변에는 여전히 관광객이 운집하고,

술탄 아흐멧 모스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의 명령에 따라 1609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7년이란 공사기간 끝에 1616
년에 완성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모스크 안 벽면을 온통 뒤덮은 푸른빛을 띠는 도자기 타일 때
문에 ‘블루 모스크(Blue Mosque)'로 널리 불리고 있다.

이스탄불에서 행복했던 짧지만 충만했던 하루를 사진에 담고 ---

이스탄불은 언제 들러도 자유롭고 평화스런 도시다. 그 가운데서도 유적지구에는 언제가도 항상 내 연구자료(硏究資料)들이 기다리고
있다. 즐기며 쉬고 공부할 수 있는 내게는 외부서재와도 같은 소중한 곳이 Istanbul이다. 그래서 추억(追憶)도 많다.

100년 전통의 KOSKA, 터키 전통과자 Shop에 들러 귀국길을 재촉했다.

정신없이 휘돌아 치다보니 번화하던 ‘바자르(Bazar)'도 문을 닫기 시작했다.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여 습관처럼 들르던 오랜 전통의 터키과자 가게,
KOSKA(since 1907)에 들러 선물을 준비했다.

이스탄불에서 동행해준 Nugroho의 기도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Nugroho와 함께 한 이스탄불의 하루도 또 다른 추억(追憶)으로 남았다. 허겁지겁 전철타고 저녁식사 시간마저 허비했기에 ‘케밥’과 음
료수로 호텔방에서 식사를 때우고 공항으로 향하던 생각이 난다. 공항에서 만난 천진스런 베네수엘라 여학생 Daylin Alfaro과의 대화도
충만했다. 재회(再會)의 약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늘 내 곁엔 카메라가 있었고, 난 그걸 기록(紀錄)으로 남겼다

내 취미는 나무 키우는 것 외에 <사진>이었다. 항상 카메라를 곁에 두고 인생 전체를 담고자 기록하며 정리했다. 사진취미는 내 공부와 인생
에 큰 도움이 됐다. 그 바람에 중동의 자료정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축적됐다.
특히 사진은 인간관계(human relations)에도 큰 도움이 됐다. 만난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들지만, 만난 이들에게 건네준 사진은 새
로운 인간관계(人間關係)를 맺게 해주었고 오늘도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갑자기 예멘이 다시 가고 싶어진다.

나무를 키우며 중동연구에서 얻은 교훈(敎訓)은 “순리(順理)대로 살고
마지막까지 자만(自滿)하지 말고 겸손(謙遜)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이다. 비록 짧은 여정(旅程)이었지만 내게는 각별한 의미(意味)가 있다. 가장 큰 선물은 건강회복과 자신감
의 회복이다. 아울러 온 가족이 이스탄불을 함께 여행(旅行)할 날을 기대해본다. 투르크의 재방문 기회를 만들어준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