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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자킨토스

산토리니

이탈리아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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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글·사진 이영경 

신들이 잠든 인간의 나라

신들이	잠들어	있는	도시	아테네

그리스 정식명칭은 헬레나 공화국으로, 국토는 반도와 그 주변에 산재하는 섬으로 이루

어져 있다. 도시 전체가 관광지라해도 무방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오늘날 고대 그

리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파르테논신전을 비롯해 고대 그리스인의 집합장소였던 아

고라광장, 제우스신전, 경기장, 세계적인 국립고고학 박물관, 극장 등이 산재해 있다. 

또한 근대올림픽경기장, 니케신전, 디오니소스극장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그리스신화에 의하면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 도시의 수호신 자

리를 놓고 싸웠는데, 시민들에게 열매가 달린 올리브 나무를 준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

었다고 한다. 도시는 이 아테나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언덕의 도시’라는 

뜻처럼 아테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스 고대 유적의 초점

이며 인류 문명의 유산인 이곳은 신전이 세워진 성역이며 동시에 도시국가 방위의 요새

였다. 최초로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인 파르테논신전의 모양은 유네스코 엠블럼이다. 

“그는 이성의 방해를 받지 않고 흙과 물과 동물과 하느님과 함께 살았다.” 

니코스 카잔스키의 소설에 묘사된 ‘그리스인 조르바’의 모습이다. 복잡한 역사와 신화, 

난해한 것처럼 느껴지는 철학사상으로 상징되는 나라 그리스. 

그리스는 신들과 함께 살아온 인간의 나라다. 오랜 기간 강대국의 침략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지켜온 그리스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과는 무관하다는 듯 

그들만의 웃음과 특유의 여유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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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479년에 페르시아인이 파괴한 옛 신전 자

리에 아테네인이 여신 아테나에게 바친 것으로, 

도리스식 신전의 극치를 나타내는 걸작이다. 신에

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 고대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던 이 신전은 1687년 오스만투르크와 베네

치아군의 전투로 일부가 파괴됐고, 이후 지진으로 

지붕이 내려앉아 현재 복원 중이다. 파괴된 유물의 

잔재가 흩어져 있지만 특유의 위엄을 잃지 않고 도

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장엄하게 서 있다.

아테네에는 1896년 제1회 그리스올림픽이 열린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이 있다. 기원전 4세기에 아테

네의 가장 큰 축제인 제전이 열리던 곳이다. 로마 

제국의 점령 이후 기독교의 영향으로 제전이 이교도

의 축제로 규정되면서 버려졌다가 오랜 세월이 흘

러 올림픽의 시발점이 되었다. 1894년 피에르 쿠베

르탱이 올림픽 위원회를 결정한 2년 뒤인 1896년, 

제1회 그리스올림픽이 이곳에서 열렸다.

지중해가	품은	꿈같은	섬들

지중해의 푸른 바다, 새하얀 담벼락, 파란 교회당 

등 엽서나 카드에서 한번쯤 봤음직한 그림 같은 풍

경. 아틀란티스의 전설이 살아있는 산토리니는 우

리에게 음료수 광고 배경지로 유명해졌다. 포세이

돈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아틀란티스 제국은 아

◀산토리니의 야경

▼ 도시 전경과 그 가운데 보이는 제우스신전

▼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

▶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유명해진 자킨토스의 나바지오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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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답고 신비한 과일이 나며 금, 은 등 온갖 귀금속

이 풍부하게 묻혀 있는 도시였다. 풍부한 산물과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무역품은 대륙을 

크게 번영시켰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탐욕스러워지고 부패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노한 

신은 대지진과 홍수를 일으켜 하루 밤낮 사이에 거

대한 제국을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했다.

하룻밤 꿈처럼 사라져버린 아틀란티스는 지중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전설과 함께, 그리스 최남

단에 위치한 산토리니가 바로 아틀란티스였을 거

라는 추측도 있다. 기원전 15세기쯤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섬의 중간부분이 가라앉으면서 섬 전체가 

마치 초승달 모양처럼 되었는데, 깎아지른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카페와 호텔 그리고 상점

들은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손으로 빚은 듯한 

풍경을 완성한다.

우리에게 산토리니

만큼 유명해진 그리스의 

또 다른 섬이 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나오며 새

로운 관광지로 주목되고 있는 

자킨토스다. 드라마에 등장한 나바지오 해변은 투

명에 가까운 바다색과 석회암 절벽, 하얀 모래사장

이 색채 대비를 이루며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또한, 

해변 한가운데 이색적이면서도 비현실적으로 자리

하고 있는 난파선으로 인해 이 해변은 ‘난파선 만’, 

‘밀수꾼 해안’으로도 불린다. 가까이에서 보는 해변

의 경관도 일품이지만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 

역시 환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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