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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칼의거친자연과환경을소재로한많은이야기가아직도전해지고있다사진은바이칼신의자신의딸안가라를죽이기위해던졌다는돌로불리는샤먼바위가있는안가라강의모습

바이칼은제이름을부르며운다

바이칼신은왜딸안가라에게돌을던졌나

겨울이었다 시베리아의 바람은 빈틈이 없었다 옛

러시아군용트럭우하직은문이제대로닫히지않아

2015년 12월 24일의혹한이송곳처럼파고들었다 눈

은모든경계를허문다 밤새게스트하우스양철지붕

을 때리던 눈보라가 러시아 이르쿠츠크 바이칼 호수

알혼섬의 길과숲의 구분을지웠다 알혼섬에서의겨

울여행은그렇게 길없는길을걷는것과같았다

부지런한 젊은 운전사 바짐은 눈이 가득한 들판에

트럭을멈춘 채창 밖으로목을길게 뺐다 그는 오로

지눈짐작만으로눈이단단하게얼어있는곳을찾아

차를 몰아 우리를 하란쯔 블란흐즈 후지르 등 들꽃

같은 이름의 호숫가 마을로 데려다 줬다 길을 잘못

들면 어른허리아래까지눈속에파묻혔다

이따금 트럭 바퀴는 눈에 갇혔고 늘 있었던 일인

것처럼바짐은삽을들고눈을파기시작했다운좋게

다른차량이곤경에빠진일행을발견하고달려와꺼

내주기를서너차례 속눈썹을닮은석호한호이에도

착할수있었다

허기를 달래기위해바짐은기름에튀긴 오물을내

놨다 바이칼에서많이잡혀한때소비에트가식량원

으로 포획했다는물고기 오물은 바이칼 사냥꾼의 점

심이다 지방이 적당해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했고

포만감도들었다

브럇트인 바짐은 운전하는 중간 중간 차를 세우고

길에동전을던져줬다 신성한 곳을 지나가는예의라

고 했다 또 자신은홀수를좋아한다고 했다 꽃을 사

도홀수여야한다고했다 둥근식탁에서가족이모여

밥을 먹는다고도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밥상도

원형이다고 했다 브럇트인의 집 유르타도 둥글고 우

리의강강술래의일종인요하르는명절과축제때빼

놓을수없는전통이다 결혼한여자는우리처럼댕기

머리를한다

바이칼은우리민족과비슷한문화원형을지닌브

럇트인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자신들의 뿌리가바

이칼에 있다고 믿는 브럇트인들은 바이칼 곳곳에 많

은이야기를묻어뒀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말하지만 바이는 신

신성한 풍부한의 뜻이 있다고 한다 칼은 계곡을

의미한다 바이칼은 브럇트와 수많은 고대종족에게

는풍부한양식을공급해준곳이고 자신들의마음을

채운신이사는곳이라는의미만은분명하다

우선 소개할 이야기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바이칼

호수의생성과정을담은이야기다

아주오래전하늘에서거대한돌이떨어졌다 그돌

은떨어지는동안빨갛게달아올라매우뜨거웠다 그

때하늘에서폭우가쏟아졌다땅과돌과물이섞이면

서끓어올랐고그자리에호수가탄생했다

바이칼의물은투명하고맛있다 이는 물속에숨어

있는 다이아몬드 덕분이다고 한다 이 다이아몬드는

두개의사슴뿔을붙여놓은모양을하고있다 다이

아몬드 주변에는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다

또 이 다이아몬드는 슬프게 울고 있다 바이칼 바이

칼바이칼이라며슬피울고있다고한다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고 했던 한 소설처

럼바이칼도제이름을부르며운다는것이다

다른이야기도흥미롭다

한 때 바이칼 호수는사람이다니기어려울 정도의

울창한숲이었다거기에는몸집이아주큰새가한마

리살았다그새는날개의힘이대단해나뭇잎을스치

면나무가뿌리째뽑혀나가고바위에닿으면돌이가

루로변했다

그새가날개를퍼덕일때나는열기에많은사냥꾼

이죽기도했다 그새는사람들에겐공포의대상이었

다 그러던 어느 날범상치 않은 한사내 아이가태어

났다 사람들은 어른이 된 그에게 이 새를 없애줄 것

을부탁했다

그는 100그루의 나무에서 얻은 200개의 가지로 활

과화살을만들어서사냥준비를마치고숲속으로간

뒤순식간에 하늘이뜨거워졌다 그리고 사람들은숲

이불타는것을볼수있었다고 한다 이후 서서히 바

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이칼 바이칼이라는 소

리가울렸다

바이칼에는두개의샤먼바위가있다 하나는알혼

섬에있고남은하나는바이칼호수에연결된안가라

강에있다

옛날바이칼신에게는 336명의아들과아름다운외

동딸안가라가있었다 바이칼은외동딸안가라를이

르쿠츠크로 흐르는 또 하나의 강 이르쿠트의 아들에

게시집보내려고했다

이르쿠트는안가라로유입되는강이다 이르쿠츠크

라는도시이름도바로이강에서따왔다하지만바이

칼에 사는 새들이 안가라에게 북쪽에 있는 예니세이

라는청년이 멋있다고안가라 에게속삭였다 예니세

이강은안가라강이흘러만나게되는강이다

이때부터 안가라는 예니세이를 사모하게 된다 이

사실을알게된바이칼신은안가라를감시했다 사랑

에빠진안가라는아버지가잠을자는사이몰래도망

을 치려고 했다 하지만 바이칼 신은 잠에서 깨 딸이

도망가는것을보고큰바위를집어던졌다 안가라는

이 돌에 맞아 죽었다 안가라강에는 이 돌이 아직도

물 위의 섬처럼 떠 있다 매일 예니세이가 그리워 눈

물을흘린다는안가라의슬픈전설과함께샤먼바위

로불리고있다

한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바위에 묶어두고 다음

날까지살아 있으면 죄가 없는것으로생각하기도 했

다고한다 이이야기는바이칼로흘러드는수많은호

수를바이칼 신의아들로여기고유일하게바다로흘

러나가는 안가라강을 딸로 비유했다 또 안가라강이

흘러 만나게 되는 예니세이강을 의인화해 사랑 이야

기를그려냈다

브럇트인들은 호수와 돌에도 혼을 불어 넣어 이야

기를 만들어냈다 대부분 신성시하는 바이칼을 소재

로한이야기가많다 kroh@kwangjucokr

바이칼글오광록사진최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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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칼 호수의 탄생

<94>

9부 몽골브럇트 편

하늘에서떨어진뜨거운돌과폭우가만나탄생

바이칼호수는물속다이아몬드의투명한눈물

호수바위에도혼이담긴수많은이야기전해져

이곳사람들은튀긴생선(오물)에빵등을곁들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