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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네팔주홍

네팔은지구의지붕히말라야를품은나라다

1995년처음네팔을여행할때포카라마차푸차레에서떠오르

는 태양을 바라보며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

다그때이아름다운장면을사랑하는이와다시꼭보고싶다는

소망을 하게 됐다 그리고 다시 마주하게 된 마차푸차레의 여명

은변함없이 19년이라는시간의흐름을무시한채펼쳐지고있었

고내옆에는한남자가함께그장면을바라보고있었다웅장하

고 거대한 설산은 인간의 시간을 무시하듯 변함없이 우뚝 서 있

었다

포카라가자연의시간을보여준다면 수도카트만두는인간의

시간을적나라하게보여주는도시다 박물관에가지않아도길에

서 백년 넘은 건물들을 흔히 만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게된다

카트만두 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고궁 박타푸르 두르바르

광장등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속을걷다보면 그속에서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시간을 거슬러 카

트만두인의 생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각종 야채와 과

일을파는시장통을지나면도축하기위해염소를잡고끌고가

는 사람 펌프질하는 여인 가면을 만들어 파는 사람 오래된 물

건들을파는사람들 목각인형이나목마를만들어파는노인 레

스토랑 찻집 라씨(요거트음료)가게를비롯하여신전에기도하

러온사람들의행렬등을만나게된다

나는문화유산내에사람들이살고있다는사실이놀랍고약간

혼돈스러웠다 세계유네스코문화유산을보존하지않고그곳에

서사람들이살다니

건물은 사람이 살아야 그 기운으로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몇백 년이 지나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걸

까? 목조와벽돌로이루어진고궁과탑들은튼튼해보이지않았

지만 많은사람들이드나들며잘살고있었고 천진한아이들은

창문을열고내다보며미소짓고말을걸어왔던곳이다 나는두

르바르광장을거닐다가삐거덕거리는나무계단을올라박타푸

르의 2층카페에서광장을내려다보며시원한바나나라씨한잔

을마신후좁은골목을걸었다 여러명의사람들이지나가면몸

이부딪칠만큼좁은골목 많은사람들과우연히부딪쳤고 눈이

마주쳤으며 많이웃으며인사했다

지난해 4월25일네팔대지진으로박타푸르가무너졌다는소식

을듣자 나는유네스코유산인아름다운고궁과신전에살고있

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곳에서 기념품을 팔

고맛난음식을함께나누던소박한네팔사람들의웃음이스쳐지

나갔다 가슴이아려왔다 그 고풍스런건물사이를사랑하는사

람과거닐던찬란한순간이내기억속에만남게됐다

자연의 시간은 마차푸차레 산맥처럼 변함없어 보이나 자연재

해는일시에인간이오랜세월구축한도시를사라지게할수있

을 만큼 냉혹하다 그렇게 오랜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고풍스런

건물들이 지진으로 무너졌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엄마 아빠의

추억이 있는 곳에 아이들도 가서 멋진 여행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줄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은내가걸었던그박타푸르와두르

바르광장을걸어볼수없게됐다 이렇게카트만두의아름다운

고궁들과탑 사원들이무너지고사라졌다

어쩌면자본은자연재해보다더냉혹할지도모른다돈이중심

이된도시의재개발로사라지는골목길들과서민들의애환이담

긴건물들학동팔거리가그렇게사라졌고남광주역사가사라졌

다 동구에 있는 작업실 주변을 걷다보면 재개발지로 선정돼 이

제사라져버릴건물들과빈집들이마치유령의도시처럼스산하

게남아있다펄럭이는재개발관련현수막만나풀거리고사람들

이 떠난 그 오래된 골목길과 상점들의 자리엔 곧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것이다 인간이만든것들은사용하지않는순간그생명

력을 잃고 만다 사람들은 보상금과 투기의 시선으로 그곳을 찾

는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만났던 정겹던 골목이

사라지고친구가사라지고이해관계만남게될것이다

지진으로사라졌지만카트만두의고궁에는좁은골목을사이에

두고사람들이대를이어살고있었다 각국에서찾아온관광객들

은오래된좁은골목길의상점에서물건을흥정하고음식을먹고

사진을찍고느리게걸어가며골목이주는매력에흠뻑빠져있었

다 지나가며서로옷깃을부딪칠수밖에없고눈인사를나눌수밖

에없는좁은골목 그골목에서놀던네팔아이들을보며어린시

절골목길에서친구들과하던많은놀이들이떠올랐고 우연의만

남이자연스럽게일어나는우리의골목을생각하게했다

요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아파트공동체 프로젝

트 마을단위프로젝트들이진행된다 어떻게하면같은동네사

람들이자연스럽게만날수있을까? 함께사용하는우물도없고

골목길도없으니공유공간을잘만들어가기위해여러가지시도

들을하는것이다

오래된것들은돈으로살수없는가치가있다

시간이라는가치를발견하는눈이있다면재개발이아니라도

시재생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 가치가 오래된 건물이나 물건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를 발견하며 정

리하는눈이필요하다 도시재생이삶을생각하고문화적으로이

루어진다면오래된것에서새로운것을발견하는가치의창출이

될것이다

무엇을버리고무엇을남길것인가?는도시재생에서공동체

의문화적가치를발견하는통찰력에대한질문이다 눈앞에서무

너져도손도쓸수없는네팔의대지진처럼피할수없는것이아

니라도시재개발이나재생은우리가선택하는것이기때문이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눈이 필요하다

펌프질하는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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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만난 천진난만한 아이들 좁

은 골목길에서 놀이를 하는

모습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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