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apes Places of a Lifetime

A Dozen
Empires
열두 제국의 현장, 아나톨리아

터키 동부 아나톨리아 지방은 무수한 제국의 흥망성쇠가 일어났던 곳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사들이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동쪽으로 향하고, 페르시아와 아이유브, 오스만튀르크 제국이 이곳을 지나 서쪽으로 갔다.
아흘라트의 셀주크 공동묘지를 비롯해 터키 동부의 무덤과 교회, 궁전과 성은 이 지역에서 명멸한 제국의 유산이다.
아나톨리아는 말 그대로 수천 제곱킬로미터 규모로 펼쳐진 노천 박물관이다. 글 트리스탄 러더포드 사진 엔리코 마르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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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ely gravestones of Anatolia have witnessed scores of passing empires.
Dust clouds rose skyward as Alexander the Great’s forces marched east, before Persians,
Ayyubids and Ottomans all rode west. Where treasure hunters once sought illicit fortune,
the tombs, churches, palaces and castles of Eastern Turkey are now protected public sites,
like the Seljuk cemetery in Ahlat, from which the Turkish Empire sprang forth.
It is now an open-air museum, thousands of square kilometers in size,
that stretches as far as the eye can see. By Tristan Rutherford Photographs by Enrico Martino

초원의 불빛 해발 5137미터, 터키 최고봉인 아라라트 산은 올림포스나 시나이,
울루루에 비견되는 성산(聖山)이다. 만년설에 덮인 이 봉우리에 노아의 방주가
걸려 멈췄다는 내용이 구약성서에 나온다.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방주를 찾아 이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정상까지 도달한 건 1829년 독일 박물학자
한 명뿐이었다. 폭이 40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휴화산의 장엄한 자태는 3개국에서
볼 수 있는데, 구름에 덮인 정상에는 그곳만의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Steppe Beacon The epic Mount Ararat soars to 5,137m.
More than Turkey’s Everest, it is a holy Olympus, Sinai or Uluru.
Its snow-capped peak is regarded as the place where Noah’s Ark
came to rest after the flood. Dozens have searched for the remains
of the ark. Its biblical proportions dissuaded early explorers, and
the summit was first breached in 1829 by a German naturalist.
Visible from three countries, it is 40km across, and supports its
own cloud-covered ecosystem at the top.

동쪽의 폭풍 1001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알려진 곳답게 중세 도시 아니에
남아 있는 교회 한 곳은 확실히 남다르다. 예수의 십자가 일부를 보관하기 위해
1035년에 세운 이 교회의 벽이 19면인 이유는 침입자와 침략자 그리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폭풍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1957년에
벼락을 맞아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 지금은 아르메니아 문자가 새겨진
돌 조각과 빛바랜 프레스코화만 남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East Storm One of Ani’s 1,001 churches is a true one-off.
Built in 1035 to house part of the cross that Jesus was believed to
have been crucified upon, its 19-sided walls once warded off
invaders, raiders and violent storms. In 1957, however,
it was struck by a lightning bolt that cleaved the church in two.
What remains is a beguiling monument exposed to the elements.
Butterflies hover over stone fragments of Armenian inscription,
while faded frescoes now look out over the Anatolian plains.

평원의 궁전 도우베야즈트 인근의 이스하크 파샤 궁전은 모든 걸 갖추고 있다.
로코코 양식으로 지어진 궁전 앞으로 아라라트 산부터 이란 국경까지 광활한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17세기에는 접근하는 적을 일찌감치 포착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성을 건설했다는 걸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채는 터키식 대중목욕탕과 지하감옥, 곡물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Plains Palace The Ishak Pasha Palace near Doğubeyazıt has

it all. Rococo features meet an incredible panorama that stretches
from Mount Ararat to the Iranian border. Back in the 17th century,
the trend was to beguile potential enemies — or at least to see
them coming from far away. Anatolia’s finest forts are built to
withstand a violent siege. Naturally, the Ishak Pasha Palace has
its own hammam (Turkish bath), dungeon and grain store.

숲 속의 거인 아나톨리아 동부는 이라크 사막부터 조지아
고원까지, 무려 다섯 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중에서
지금은 터키 영토에 포함된 조지아 수도원인 외쉬크는
아나톨리아 동부의 옛 영광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976년에
세워진 외쉬크 수도원은 하늘을 찌를 듯 위용이 넘치는데,
이슬람의 지배가 시작된 17세기 이후에는 초원에 방치되어 있다.

Forest Giant Eastern Anatolia borders no less
than five nations, from the deserts of Iraq to the
highlands of Georgia. Pastures and forest surround
the latter region and its glorious Oshki Georgian
monastery. Laid out in the shape of a Latin Cross
in 976AD, Oshki rises above the treetops to
a towering 36m. It has remained in bucolic abandon
since the 17th century, when Islam replaced
Orthodoxy across these endless green hills.

석조의 미학 치프테 미나렐리 메드레세 신학교는 셀주크 건축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14세기에 세계를 호령하는 오스만튀르크 제국으로 발전하게 된
아나톨리아 왕국은 정교한 상징 체계와 놀라운 균형미를 추구했다. 높이 솟은
검은 아치와 길게 드리운 첨탑의 그림자는 또 다른 강력한 건축미를 내뿜는다.
신학교가 위치한 에르주룸 일대도 위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Stone Symmetry The Çifte Minareli Medrese is a master-class
in Seljuk architecture. This Anatolian empire — which evolved into
the world-beating Ottoman Empire by the 14th century — strove for
powerful symbolism and breathtaking symmetry. A stroll inside
the stone madrassa, or religious school, is not for the fainthearted.
Visitors are shadowed by towering arches and brooding minarets.
The landlocked surroundings of Erzurum are similarly da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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