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Destination

Athens

되살아나는
서구 문명의 요람, 아테네
2018년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아테네. 서구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를 강타한
경제 위기를 딛고 유럽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이 도시에 더없이 어울리는 왕관이다.

Turning the Page
This year, Athens is UNESCO’s World Book Capital, a fitting designation for a city
that gave birth to Western civilization and is now leveraging Greece’s
economic crisis to emerge as Europe’s cultural nerve center.

아버지’ 소크라테스와 마주쳤을 것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기초를 놓느라 분주하고, 천재 조각가 페이디아스는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 중이며,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구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훗날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로 이름을 올린
아이스킬로스와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는 저마다 작품에
몰두하느라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이 시기에 태어난 플라톤은
기원전 380년대에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다시 50년 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리케움’을 세웠다. 고대 그리스가
지나온 지성의 향연은 이 정도다.
2500년 전에 비교하면 소소하지만, 올해 아테네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책의 수도’로서 빛나는 유산을 이어
간다. 오는 4월 23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아테네는 365
페이지의 책으로 변신해, 1년 동안 매일 즐겁고도 예술적인
독서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아테네를 방문한다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타 뮐러와 맨부커상 수상자인 이언
매큐언을 비롯해 유명 작가와 지식인 군단을 만날 수 있다. 그중
몇 명만 언급하자면,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그리스계
스웨덴인 테오도르 칼리파티데스, 독일의 보도 키르히호프,
오스트리아의 페터 한트케, 노르웨이의 한스 올라브 랄룸, 그리고
2017년 맨부커상 수상자인 미국인 조지 손더스 등이다.

Seated between rusty, centuries-old guillotine paper

제본 전문가 탈리아 미헬라키는 수백 년은 되었음 직한

In a comparatively small way, Athens is continuing this

아크로폴리스를 배경으로 망중한을 즐기는 여행객들(왼쪽 페이지). 고대
키클라데스 유물을 전시 중인 ‘키클라데스 미술관’(아래). 그리스뿐 아니라 중국과

녹투성이 기요틴 재단기 사이에 앉아 낡은 적갈색 책 속표지에

cutters, bookbinder Thaleia Michelaki runs her finger

지그재그 모양으로 박힌 진홍색 실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over a crimson thread that zigzags down the front page

그녀의 가게는 아테네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엑사르히아

of a timeworn auburn book. Her store is in the heart of

지역 중심가에 있다. “그야 우리가 최후의 보헤미안들이기

Exarcheia, a district of Athens that has been gaining

때문이죠. 게다가 아테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독서는 		

attention in recent years. “That’s because we’re the last

이 지역 특유의 풍토병이라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러면서

of the bohemians. And we read a lot. Books are endemic

such as Claudio Magris, Theodor Kallifatides and 2017

그녀의 고객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로 글을 써 책을 내고 싶어

here,” she says, mentioning how one out of five of her

Man Booker Prize winner George Saunders.

한다고 말했다. 왜 아니겠는가.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

customers wants to write. Could it be any different?

아테나의 이름을 딴 도시가 아닌가.

Athens was named for the goddess of wisdom after all.

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이 아름다운 도시에 붙일 이름을 두고

Athens is widely considered the cradle of Western

콜럼버스 시대 이전 미 대륙의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베나키 미술관’(오른쪽 위).

Tourists enjoy a view of the Acropolis (opposite). The Museum of
Cycladic Art exhibits artifacts from the ancient Cycladic culture
(below). The Benaki Museum displays not only Greek art but also
Chinese and pre-Columbian works (above right).

legacy in 2018 as UNESCO’s World Book Capital. From
April 23 until April 22, 2019, the city will be transformed
into a 365-page book. Visitors will have the chance to meet
Nobel laureate Herta Müller (March 22), award-winning
author Ian McEwan (April 24) and a host of other notables,

During this same period, other festivals will add to
the cultural celebrations. These include the Athens
Technopolis Jazz Festival (June 4-10), which will present

경쟁했다. 포세이돈과 아테나가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벌인

civilization. Imagine roaming around the city at its peak, in

biographies and books about music, and the Refugee Food

경합은 지금도 자주 이야기되는데, 샘을 만든 포세이돈과 달리

the fifth century BC. You’d run into Herodotus, the father

Festival (June 19). On April 28, Athens will celebrate Little

그리스 사람이 올리브나무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of history, or Socrates, the father of philosophy, teaching

Bookstores Day, with local shops hosting special events.

아테나는 이곳에 올리브 씨앗을 선물했다. 결국, 아테나는 		

in the Agora. Hippocrates would be laying the foundations

And this is just the start. “Athens is emerging as a high-

이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for modern medicine. Aeschylus, Euripides and Sophocles

powered creative scene, a field of dialogue, innovation

would be writing their plays and the poet Pindar his odes.

and free expression,” says mayor Yiorgos Kaminis, noting

기원전 5세기 이 도시를 상상해 보자. 길을 걷다 보면 ‘역사의

Fast forward to the 380s BC, and Plato would be founding

that last year the international art festival documenta 14

아버지’ 헤로도토스나 아고라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철학의

his Academy and, 50 years later, Aristotle his Lyceum.

brought 300,000 visitors to town.

고대 그리스는 서구 문명의 요람으로 통한다. 가장 번성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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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양조장 건물을 개조해 만든 ‘국립 현대 미술관’ 방문을 권한다.

Street, two huge inverted praying hands seem to ask for

그런가 하면 다채로움을 추구하는 ‘베나키 미술관’에서는

the city to be saved from the economic crisis. “Street art in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는 그리스 예술품뿐 아니라 콜럼버스 시대

Athens is a vector of social messages,” says Nikos Tongas,

이전 미 대륙의 유물, 중국의 도자기 유물도 감상할 수 있다.

a guide for Alternative Athens, which organizes street art

박물관 울타리를 벗어나면 유럽 거리 예술의 메카로 떠오르는,
또 다른 모습의 아테네가 펼쳐진다. 프시리 거리의 한 벽에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tours. “Tourists are gobsmacked by the quality of the work,
the sheer amount of it and its political intensity.”
As much as Athens’ street art is booming, its food

입을 맞추려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피레오스 거리에는 아래를

scene is following close behind. On Filellinon Street

향하고 있는 거대한 기도하는 손 그림을 볼 수 있다. “아테네의

near the Greek Parliament is the five-star NEW Hotel. At

거리 예술은 사회적 목소리의 매개체입니다.” 길거리 예술

its restaurant you can pair grilled squid, lentil salad or

여행 투어를 진행하는 여행사 ‘얼터너티브 아테네’의 안내원

koulouri (a bread ring with sesame seeds) baked in-house

니코스 통가스의 설명이다. “여행객은 작품의 수준과 양, 그리고

with the famed Santorini assyrtiko, a white wine with citrus

거기에 담긴 신랄한 정치적 메시지에 놀라곤 합니다.” 거리
예술 못지않게 아테네의 미식도 빛을 발하고 있다. 1927년부터
자리를 지킨 전통 식당 ‘클리마타리아’나 최고급 식당으로 명성을
쌓고 있는 ‘알레리아’가 대표적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으로 가수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스물다섯 살의 거리 예술가 제스B는 메탁수르이오의

현대적 서사 같은 기간에 열리는 다양한 축제도 문화의 향연을

NEO-GREEK EPICS The creative potency of the Greek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데, 6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capital is reflected in its museums and cultural centers.

음악가의 전기를 비롯해 음악 도서도 함께 전시할 예정인

From the Acropolis Museum and its priceless antiquities

‘아테네 테크노폴리스 재즈 페스티벌’, 6월 19일에는 ‘난민 음식

to the futuristic notes of the Stavros Niarchos Foundation

페스티벌’ 등이 눈에 띈다. 4월 28일에는 동네 서점들이 특별한

Cultural Center, Athens caters to every artistic taste.

행사를 벌이는 ‘리틀 북스토어 데이’가 열릴 예정이다. 이건

Particularly interesting is the Museum of Cycladic Art,

시작에 불과하다. “아테네는 강력한 창조의 현장으로 떠오르고

which exhibits unique artifacts of the Cycladic culture, one

있습니다. 대화와 혁신, 자유로운 표현의 장으로서 말입니다.”

of three major Aegean cultures that flourished in the third

아테네 시장 요르고스 카미니스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난해

millennium BC. Those that prefer modern works might

아테네에서 분산 개최된 세계적인 미술제 ‘도쿠멘타 14’에 		

want to visi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30여만 명이 찾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Meanwhile, in the versatile Benaki Museum you can see
not only art spanning the entirety of Greece’s history but

아테네의 창의적인 잠재력은 다양한 박물관과 문화
센터에서도 드러난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과 그곳에 전시된

also Chinese and pre-Columbian works.
Away from the protected culturesphere of the

진귀한 유물부터 ‘스타브로스 니아르호스 재단 문화 센터’의
초현대적인 분위기에 이르기까지, 아테네에서는 누구나 취향에

museums lies a different Athens, one that’s emerging as

맞는 예술적 장소를 찾을 수 있다. 기원전 3000년경 그리스

the street art mecca of Europe. On a wall in the downtown

에게해에서 번성한 키클라데스 문화의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Psyri neighborhood,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and

‘키클라데스 미술관’은 특히 흥미롭다. 현대 예술을 선호한다면

Angela Merkel are about to share a sassy kiss. On Pir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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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양조장 건물을 개조해 만든 ‘국립 현대 미술관’(왼쪽 페이지). 아테네의 거리
예술은 그리스의 사회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아래).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s housed in a refurbished
former brewery (opposite). Athens’ street art often carries social and
political messages related to the country’s economic crisi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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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로 바꾸는 중이다.

“아테네는 ‘제2의 베를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스B는 이렇게 설명했다. 경제

찬미하는 어떤 송시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things that made it Athens in the first place. Everything

이 도시의 유적지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지만, 처음은 언제나

starts with the Parthenon, of course. Translated into

파르테논 신전이다. ‘처녀신 아테나’를 뜻하는 ‘아테나

English as “virgin’s apartment,” in honor of Athena

파르테노스’에게 바쳐진 파르테논은 도리스 양식으로 지은

Parthenos (“Athena the virgin”), the Parthenon took 15

신전으로, 완공까지 15년이 걸렸다. 아크로폴리스 기슭에는 매년

years to complete and is the largest Doric temple ever

여름 ‘아테네 페스티벌’이 열리는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이

built in Greece. It’s particularly lovely at night, when its

있다. 음악당 북서쪽으로 고대 정치와 경제, 학술과 행정의

illuminated marble takes on a honeyed hue. Beneath

심장부였던 아고라 광장이 있다. 아고라 남동쪽에는

the northwest slope of the Acropolis is the Agora, the

아테네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로 10세기 말에

ancient gathering place that was the focal point of political,

세워진 성(聖) 사도 교회가 있다.

financial and intellectual activity for centuries.

아테네에서 제일 붐비는 곳 중 하나인 레오포로스 바실리시스

위기 속에서 피어난 창의적 기운은 1989년 장벽이 무너진 후

On Leoforos Vasilisis Amalias Avenue stands Hadrian’s

베를린의 분위기와 확실히 비슷하다. 그리스 전역과 다양한

아말리아스 거리에는 131년에 세운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이

Arch, a monument erected by the Athenians in 131 to

나라에서 온 예술가들은 경제 위기의 상흔처럼 방치되었던

있다. 이 개선문 북서쪽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다. “이곳은

honor their emperor and benefactor. Built on a spot

아테네, 테세우스의 고대 도시다.” 테세우스는 신화에 등장하는

between the old city and the new Roman one, its northwest

페스티벌’이 열린다(위). 아테네 여행의 출발점 파르테논 신전은 완공까지 15년이

아테네의 영웅이다. 그런데 개선문 남동쪽에서는 이를 반박한다.

frieze reads, “This is Athens, the ancient city of Theseus,”

바꿔 놓고 있다. “경기 침체가 이 도시로 예술가들을 불러 모았고,

소요됐다(왼쪽 아래). 골동품 가게가 즐비한 모나스티라키 지역(오른쪽 페이지).

“이곳은 테세우스가 아닌 하드리아누스의 도시다.” 당시

its mythical hero. The southeast frieze boastfully

그들의 활력이 다시 도시에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맑고 화창한

The Odeon of Herodes Atticus sits at the foot of the Acropolis and
hosts Athens Festival events every summer (above). The Parthenon
took 15 years to complete (below left). The Monastiraki area is filled
with shops selling handicrafts and antiques (opposite).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물론

responds, “This is the city of Hadrian and not of Theseus.”

오늘의 아테네는 둘 모두의 도시이며, 훨씬 더 많은 이들의

It’s both, of course, as well as the city of so much more.

메탁수르이오, 가지, 프시리, 케라미코스 등 경제 불황으로
타격을 입은 아테네 중심부의 공간을 문화와 스타트업 공간으로

날씨도 큰 몫을 했죠.” 제스B의 말이다.
도시 이름의 기원이 된 아테나 여신을 빼놓는다면 이곳을

아크로폴리스 기슭에 위치한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에서는 매년 여름 ‘아테네

and mineral notes. On Theatrou Place is Klimataria, a
taverna established in 1927 that offers live rebetiko music,
roast lamb and several varieties of horta, or boiled greens.
In the nearby Metaxourgeio neighborhood, Aleria serves
haute Greek cuisine in a neoclassical building. Try its duck
with wild berries and celeriac root, Macedonian halvah
mousse and 11 varieties of Greek cheese.
In the same area as Aleria, singer, graphic designer and
street artist JessB is turning a parking space into a studio
for international creators. “Athens is the new Berlin,” the
25-year-old Amsterdam native says. The city exudes a
creativity-amid-crisis vibe, similar to the one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1989. Greek and foreign artists are
flocking to Metaxourgeio, Gazi, Psyri, Kerameikos and
Exarcheia — all central Athenian districts severely hit by
the economic downturn — to convert abandoned buildings
into cultural spaces and start-ups. “The recession — well,
and great sunny weather — are drawing artists to this city,
whose vibrancy is intoxicating,” JessB says.
Any ode to Athens is incomplete without mention of the

도시이기도 하다.

글 스타브 디미트로풀로스 사진 파스칼 뫼니에

By Stav Dimitropoulos Photographs by Pascal Meu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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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 Greek Gifts

건축과 예술, 자연이 수놓은 시간
아테네가 꿈꾸는 미래

신선한 식재료부터 골동품까지
아테네의 역사와 이야기

놀랍도록 아름다운 건축물과 쾌적한 야외 공간, 풍부한 예술 행사까지,

역사와 이야기가 넘쳐나는 아테네에서는 기념품에 관한 염려는 잊어도 좋다.

‘스타브로스 니아르호스 재단 문화 센터’에 가면 아테네가 꿈꾸는 미래를 엿볼 수 있다.

모나스티라키의 골동품 가게부터 콜로나키의 고급 의류점까지 선택의 범위도 무척 넓다.

With stunning architecture and a bevy of artistic events, the Stavros Niarchos
Foundation Cultural Center presents a vision of Athens’ future.

There’s nothing to be wary of when shopping for something to take home
from Athens, whether antiques, olives or handmade sandals.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Starting from Syntagma Square

foundation. Piano used rubble

and ending in Monastiraki,

to create a slope that doubles

Ermou Street has long

as a green roof for the building,

been the queen of fashion in

which houses the new National

the Greek consciousness.

Library of Greece and Greek

This pedestrianized strip of

National Opera. There’s also

pavement is a fashionista’s

a huge solar canopy powering

dream. In addition to

the building underneath.

international labels, you’ll find

아테네 도심에서 남쪽으로

열을 식혀 주는 녹지를 조성하고,

On the bay 4km south of central

Fronting the building is a

the most famous branches

end abuts Monastiraki, where

신타그마 광장에서 시작해

술 ‘우조’, 소금과 향신료에 절여

4킬로미터 떨어진 만(灣)에는

다른 일부에는 유리로 된 전망대를

Athens is a cultural center

170,000sqm landscaped

of popular Greek brands

lovers of handicrafts will delight

모나스티라키에서 끝나는

건조한 고기 ‘파스투르마’, 고대

빛나는 야망을 품은 문화 센터가

세우고 그 위에 다시 태양광 지붕을

with serious global ambitions.

park, which includes the

like Achilleas Accessories,

in the Monastiraki Flea Market.

에르무 거리는 오래전부터

그리스 병사들이 상처 치유에

자리 잡고 있다. 후원자인 그리스

설치했다. 이 태양광 지붕에서

Named for the Greek shipping

sunlit Mediterranean Garden.

which sells everything from

If you can’t leave Greece without

패션의 거리로 통했다. 세계적인

사용했다는 ‘스파톨라도’ 기름을

해운업계 거물의 이름을 딴

생산한 에너지는 건물의 전력원으로

tycoon whose philanthropic

With endemic plants such as

evening bags and jewelry to

grabbing a pair of handmade

브랜드는 물론이고 그리스의 유명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게도 있다.

‘스타브로스 니아르호스 재단 문화

쓰인다. 건물 내부 900제곱미터에

organization funded it, the

coronilla, salvia, lavender, roses

scarves and gloves; Zoulovits,

sandals, visit Melissinos Art,

브랜드도 만날 수 있다. 이브닝

아티나스 거리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센터’는 예술, 교육, 문화 사업을

달하는 통유리로 된 열람실은

Stavros Niarchos Foundation

and euphorbias, it celebrates

a leading Greek silverware and

“the poet sandal maker,” in

백, 스카프와 장갑 등 다양한 패션

수공예품 애호가가 반색할 만한

지원하며, 사회 복지 프로젝트도

지적 탐구가 이루어지는 고요한

Cultural Center (SNFCC)

Greece’s horticultural

housewares company, and the

nearby Psyri. It’s been crafting

소품을 취급하는 ‘아킬레아스

모나스티라키 벼룩시장을 만날

추진한다. 문화 센터는 매달 새롭고

공간이다. 한편 건물 앞쪽에는

supports artistic, educational

traditions. Green footpaths

Spiliopoulos shoe store. For an

high-quality leather sandals

액세서리’, 그리스의 주방용품 전문

수 있다. 빈티지 가구, 레코드판,

풍성한 행사를 진행하지만, 현재

‘지중해 정원’을 비롯해 17만

and cultural projects, as

lead to a spacious park with

earthier shopping experience,

since 1920 and has even been

브랜드 ‘줄로비츠’, 신발 전문점

수집가를 불러 모으는 진귀한 물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건축물 그

제곱미터 규모의 녹지가 조성되어

well as initiatives related to

playgrounds and water jets,

head to Athinas Street and its

visited by the Beatles. Finally,

‘스필리오풀로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스 전통 기념품이 조그만

자체다. 세계적 명성의 이탈리아

있다. 해가 잘 드는 이 정원은

health and social welfare.

at the center of which is the

archetypal Greek market of

the Kolonaki neighborhood

조금 더 생활 밀착형 쇼핑을

가게마다 빼곡히 들어차 있다.

건축가 렌초 피아노가 설계한

코로닐라와 샐비어, 오레가노와

The SNFCC has a rich event

Great Lawn, an open space for

Varvakios Agora. Here, butchers

caters to the upscale shopper.

원한다면 아티나스 거리에 있는

수제 샌들 한 켤레를 챙기지 않고

이곳은, 초현대적 건축 양식을

백리향, 장미와 등대풀 같은

agenda that changes monthly,

large gatherings, concerts,

sell livers, kidneys and any

It’s teeming with boutiques and

전통 시장 ‘바르바키오스 아고라’를

그리스를 떠나기 아쉽다면 인근의

바탕으로 ‘잃어버린 도시와

토종 식물로 꾸며 찬란한 전통을

but what impresses most is

festivals and films. Adjacent to a

cut of meat you’d want, and

designer shops, but also with

찾자. 이곳의 정육점에서는

프시리 거리에 자리한 ‘멜리시노스

바다와의 접점’을 회복했다는 게

자랑하는 그리스 원예술의 맥을

its architecture. Designed by

400m seawater canal is a tree-

fishmongers hawk everything

art galleries, shoe emporiums

살코기부터 간과 콩팥 등 손님이

아트’로 가자. 1920년부터 대를

재단의 설명이다. 피아노는 막돌을

잇는다. 산책로는 놀이터와 분수가

the famous Italian architect

lined pedestrian esplanade.

from octopus to anchovies. On

and interior decor stores. A one-

원하는 고기 부위를 잘라 팔고,

이어 고급 가죽 샌들을 만들어 온

이용해 새로 둥지를 튼 그리스 국립

있는 넓은 공원과 연결되며,

Renzo Piano, the complex

To get a thorough look at the

Athinas you can also find stores

minute walk from Syntagma

생선 가게에는 문어부터 멸치까지

이곳은 비틀스가 방문했던 곳으로도

오페라 극장과 국립 도서관을 잇는

공원 중앙에는 대규모 집회나

aspires “to restore the site’s lost

SNFCC’s architectural and

specializing in olives, herbs,

Square, Voukourestiou is

해산물이라면 없는 게 없다. 인근

유명하다. 신타그마 광장 인근의

완만한 지붕 경사면을 만들었다.

콘서트, 영화 상영 등을 진행할 수

connections with the city and

cultural treasures, sign up for

cheese, ouzo and pastourma

unequivocally Athens’ most

직판장에서는 올리브와 허브,

부쿠레스티우 거리는 아테네 최고의

이 지붕의 일부에는 건물 내부의

있는 대형 잔디밭이 있다.

the sea” via a series of futuristic

one of its guided tours.

(a cured meat). Athinas’ south

upmarket street.

치즈는 물론이고, 그리스 전통

고급 쇼핑가로 명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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