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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퐁네프 다리 (Le pont neuf )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Pierre Auguste Renoir, 1841~1919]

1872년, 캔버스에 유채, 93X74cm,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소장, 미국

‘새것(neuf)’을 뜻하는 이름과 다르게 퐁네프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처음
모습은 목재 다리였으나 보다 튼튼한 석재 교로 준공되자 당시 파리 사람들은 새로운 다
리라는 뜻으로 퐁네프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새로 놓인 퐁네프는 화가들에게도 좋은 소
재가 되었고, 인상파의 대가 오귀스트 르누아르도 1872년 혼란한 혁명의 와중에도 퐁네
프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며 휴식을 취하는 파리 사람들과 평화로운 시테 섬을 찬란한 푸
른빛 하늘과 함께 그려 넣었습니다.
하루가, 일 년이 어떻게 시작되고 저무는지 모르게 바쁜 일상이지만 그림 속 퐁네프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처럼 잠시 잠깐이라도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쉼표가 바쁜 생
활에 지치지 않을 힘을 만들어 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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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신의 손으로 빚은
지구 창조의 신비에 빠지다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광활한 대륙, 마치 지구가 탄생했을 때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대자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캐니언과 함께
3대 캐니언으로 불리는 자이언 캐니언과 브라이스 캐니언, 그리고 2,000개 이상의

자이언 캐니언
Zion Canyon

광활하고 웅장하며 장엄하다. 그래서 신의 정원이라는 별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이 자이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Bryce Canyon

3대 캐니언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브라이스 캐니언은 사람의 키 높이부터 45m까지 수백만

이다. 특히 이곳은 붉은빛을 띠는 절벽과 바위들이 강의 양옆으로 100m 이상 늘어서 있고, 사이사이로
초록빛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절벽과 산, 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다양한 풍경을 보여준다.

천연 모래 아치를 품은 아치스 국립공원이 주는 무한한 감동을 느껴보십시오.
KALPAK의 자이언, 브라이스, 아치스 국립공원 투어는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으
로 더욱 안락하게 왕복하실 수 있으며, 세계적인 럭셔리 리조트 아만 그룹의 아만
기리 리조트를 비롯해 지역별 최고급 리조트와 롯지에 숙박해 여러분의 여행을 더
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구성하였습니다.
KALPAK과 함께 감동적인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인 출발] 자이언, 브라이스,

포함 사항

아치스 국립공원 9일

• 대한항공 국제선 왕복 프레스티지석 항공료

출발 매주 금
일정 인천-라스베이거스(1)자이언캐니언(1)브라이스캐니언(2)모뉴먼트밸리/아치스(2)솔트레이크시티/
로스앤젤레스-기내(2)-인천
가격 ₩18,900,000~
문의 02. 726. 5715

• 미국 내 이동 국내선 일반석
• 항공 관련 택스 및 유류 할증료
• 전 일정 딜럭스 호텔 및 조식 (성인 2인실 이용 기준, 자이언과 아치스는 3, 4성급)
• 전 일정 식사
• 일정표에 명기된 모든 관광지 입장료
• 전용 차량 (3년 이내 생산된 신형 차량)
• 가이드(현지 영어가이드) /기사 경비 (봉사료 포함)
• 최대 보상액 3억원 여행자 보험

개의 깎아놓은 듯한 돌기둥이 마치 계획된 섬세한 조각처럼 정렬되어 있다. 특히 일출과 일몰 때에는
태양 빛에 따라 후두라 불리는 돌기둥이 순차적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더욱 특별한 단 한번의 여행
KALPAK Honeymoon

당신이 꿈꾸는 허니문,

KALPAK 허니문이
함께 합니다
가장 달콤한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허니문이 아닐까요?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행복한 그 여행을 위해

아치스 국립공원
Arches National
Park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2,000개 이상의 천연 모래 아치와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아치스 국립공원은 마치

품격과 가치가 다른 KALPAK의 고품격 허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행복하고 특별한

서부영화 로케이션 장소 같은 느낌이다. 실제로 서부영화에 자주 등장했던 쌍둥이 아치인 더블아치는

허니문을 만들어드립니다.

45m의 높이에 불쑥 튀어나온 두 개의 바위 사이를 십자로 교차하는 기이한 형태다.

KALPAK

Honeymoon

아만기리 리조트
Amangiri Resort

평화로운 산이라는 뜻의 아만기리 리조트는 유타주 협곡이 펼쳐지는 장관 한가운데 주변의 자연과 자
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설계되었다. 리조트 어디에서나 사막과 메사, 그리고 협곡이 붉게 물드는 노을
을 감상할 수 있다. 파월 호수에서 보트를 타거나 헬리콥터를 타고 캐니언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마련되어 있다.
KALPAK 허니문 문의 : 02. 726. 5706

Season’s Focus

시원한 여름이 즐거운
홋카이도로의 초대
‘홋카이도’라고 하면 새하얀 눈과 스키를 떠올려 겨울 여행지로 많이 알려졌지만, 여름 여행을
즐기기에도 아주 매력적인 곳이다. 일본 열도가 30℃를 훌쩍 넘는 습도 높은 불볕더위에도
홋카이도는 7월 최고 평균기온 24.9℃, 8월 26.4℃ 정도로 서울보다 3~4℃가량 낮고, 장마
가 없어 습기도 높지 않아 쾌적하다. 때 이른 더위를 예고하는 올해 여름, 홋카이도에서의 산
뜻한 휴가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3/4 크기로, 일본에서는 본토인 혼
슈(本州) 다음으로 큰 섬이다.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500만 명 밖에 되지 않아 비교적 덥지 않은 여름 날씨도 좋지만, 사람
들로 많이 부대끼는 것 없이 여유롭고,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이 장점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는 홋카이도 출하지 표기만으로도 청정식품으로 인정해주는 편이다.

축제로 흥겨운 여름의 홋카이도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삿포로는 소란스러워진다. 삿포로 TV
타워 앞 오오도리 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거의 종일 비어가든 축제가 열린다.
일본의 모든 맥주 브랜드를 시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삿포로 본 오도리 춤, 앤틱 페어, 타누키 페스티벌, 스스키노 페스티
벌 등 관련된 축제도 열리고, 밤엔 불꽃놀이가 벌어져 볼거리도 풍성하다.
홋카이도 여름 축제로 석 달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밤에 열리는 노보리베츠 도깨비 불꽃
놀이(오니하나비)도 빼놓을 수 없다. 축제에서는 이곳을 대표하는 도깨비들이 징과 북을 치
며 등장해 액운을 없애주는 공연을 하고, 밤하늘은 화려한 불꽃으로 장식된다.

KALPAK이 제안하는 홋카이도 여행
• [프레스티지 탑승] 타키노야 료칸 자유 3일
• 긴린소 료칸 자유 3일
• 노보리베츠 보로노구치 자유 3일
• 조잔케이 모리노우타 자유 3일
• 시코츠코 미즈노우타 자유 3일

Hokkaido
12 2017 SUMMER

KALPAK CLASS 13

• [부산 출발] 긴린소 료칸 자유 3일
• [부산 출발] [프레스티지 탑승] 타키노야 료칸 자유 3일

문의 02. 726. 5708

청정 자연에서 맛보는 절대 진미 요리
홋카이도는 깨끗한 자연 덕에 최상급의 각종 농산물과 유제품을 비롯해 이 지역이 원조이
거나 이름난 요리들이 많다. 원조를 자처하는 진한 육수의 미소라멘을 시작으로 담백한 양
고기구이 징기즈칸, 풍부하고 신선한 해산물로 만드는 어묵, 촉촉하고 부드러운 치즈케이크
등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특히 게 요리는 홋카이도에서 꼭 맛보아야 하는 별미다.
일본 코스 요리를 뜻하는 가이세키의 경우 료칸마다 특색이 반영되기 때문에 음식마다 같
은 재료나 같은 요리법, 같은 맛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아무리 까다로운 입맛의 미식
가라도 가이세키 요리엔 반할 수밖에 없다.

온천의 보고, 홋카이도
일본 열도는 국토 1/4이 화산재로 덮여 있고 화산활동으로 생긴 칼데라 호수가 곳곳에 있는
특성상 온천은 전국에 산재한다. 그중에서도 홋카이도는 때 묻지 않은 원시림이 그대로 보
존된 청정자연을 배경으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 온천지역인 노보리베츠는 하루 1만 톤의 온천수가 샘솟는 엄청난 유량의 유황온천을
비롯해 탄산나트륨, 단순천 등의 다양한 수질을 자랑한다. 우윳빛이 도는 유황온천수는 해
독작용과 피부병 완화, 만성기관지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삿포로에서 가까운 조잔케이는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온천마을이다. 특히 이곳은 울창
한 원시림에 둘러싸인 계곡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황천을 비롯해 식염천, 황산천 등 다양한
온천이 특징이다.
아름다운 운하로 이름난 오타루에서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일본에서
2번째로 큰 호수인 시코츠코에서는 온천뿐 아니라 바다처럼 푸른 코발트블루 빛 호수에서
낚시, 보트투어, 카누를 즐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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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빠지다

Arc de Triomphe, Paris, France

Immerse yourself
in romance!

누구에게나 동화 속 왕자와 공주 이야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했던 마음은 조금씩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와 바쁜 생활에 너무 젖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서 잊어버렸던 설렘을 되살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파리의 낭만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낭만에 흠뻑 빠져보세요, 당신에게 설렘을 돌려드립니다.
에디터 진윤숙 / 포토그래퍼 장은주 / 자료 제공 및 촬영협조 각 촬영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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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 Saint Michel, France

드넓은 초원에, 바다 위에, 모래톱 위에 뾰족한 첨탑의 수도원이 신기루처럼 서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바닥이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 사이엔 처음 보는 것이지만
왠지 모르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가게들과 평화로운 풍경이 담긴 작은 갤러리들이 있습니다.
번쩍이는 불빛으로 언제나 화려한 도시는 아니지만, 이곳에는 귀에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흐릅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리며 화가를 꿈꾸었던 어린 왕자 속 아이처럼,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들으며, 순수한 우리 모습을 발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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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누리다

신을 향한 정화의식이 코스메틱의 시초지만 근대적인 코스메틱의 모습은 1950년대의 파리에

Take a trip to
		
Paris only

서 찾을 수 있다. 파리는 코스메틱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도시 중 하나이자 모든 예술적인 창

그래서 파리를 여행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직 방문 전이라도
웬만큼 파리의 관광 포인트는 알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파리의 매력이 정말 그런 유명한 곳에만 있을까? 파리지
앵만 아는 파리, 오직 내 개성과 취향에 맞춰 매일 다른 파리 여
행에 더욱 마음이 끌리며 설레는 이유다.

스킨케어 라인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for you!

스킨케어 역사를 만들어낸 곳답게 달팡 인스티튜트가 들어선 곳은 루이 15세 때 최고 살롱
을 운영하던 소피 콩도르세의 저택이 있던 곳이자 지금도 세계적인 하이 주얼리 브랜드를 비
롯한 명품 부티크가 들어선 방돔에 있다. 입구부터 나폴레옹의 연인 조제핀 드 보아르네의
준다. 피부과 전문의이자 창립자인 피에르 달팡은 ‘여성의 피부는 그녀의 인생을 비춰주는 거
울과도 같다’라는 신념을 철저하게 달팡만의 특별한 마사지 테크닉과 혁신적이며 정교한 뷰
티 트리트먼트에 녹여냈다. 그래서 달팡의 뷰티 테라피스트의 별명은 ‘마술의 손’이다. 과학적
으로 입증된 효과와 축적된 경험, 자연으로부터 추출된 성분 등 달팡이 갖고 있는 장점 외 달
팡의 또다른 큰 특징은 개인 맞춤형 뷰티 프로그램이다. 개인별 피부가 필요로 하는 것과 선
호도를 고려해 각각의 피부에 맞는 맞춤형 데일리 스킨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파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 깊은 아름다움의 장소, 간직하고 싶은 미의 공간에서 셀러브리
티의 여유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달팡 인스티튜트에서의 마사지와 스킨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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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Concept

조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피에르 달팡은 달팡 인스티튜트(스파)로 그만의 독특한

조각상으로 우아한 분위기와 함께 깔끔히 단장된 아름다운 프랑스 가든으로 편안한 느낌을
낭만과 예술의 도시 파리는 유명한 관광 포인트가 너무나 많다.

1

에센셜 오일의 향을 느끼며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달팡 인스티튜트 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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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셀러브리티처럼

변화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패션계이지만 파리는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를 통해 최고
의 디자이너를 배출하며 패션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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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파리에서의 쇼핑은 그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앞서가면서도 자신에
게 잘 맞는 아이템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파리 9구 오스만 거리, 프렝탕 백화점(1865년 개점)과 갤러리 라파예트(1895년 개점)는 단순
한 백화점이 아니다. 건물 자체가 프랑스 문화유산인 프렝탕 백화점의 여성복 코너는 세계에
서 입점 브랜드가 가장 많다고 자랑한다. 이 두 곳보다 더 오래된 봉 마르셰 백화점은 식품관
이 특히 유명한데, 이 식품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귀한 모든 식재료를 발견할 수 있다.
주말의 파리엔 또 다른 쇼핑의 세계가 열린다. 바로 파리 남쪽에서 열리는 방브 벼룩시장과
그 반대쪽인 북쪽의 생투앙 벼룩시장이다. 방브 벼룩시장에서는 주로 좌판에서 헌책, 옛 포
스터, 그림 등의 판매가 이뤄지는 데 반해 생투앙은 상점을 중심으로 고가구와 미술품, 인테
리어 소품, 액세서리 등이 거래된다. 앤틱과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면 눈이 번쩍 뜨일 가구와
소품들을 아주 많이 발견할 것이다. 파리 교외엔 100여 개의 명품 브랜드가 입점한 라 발레
빌라주와 원 네이션 등의 대규모 아웃렛이 자리하고 있다.

시트로앵 앤틱카 2CV를 타고 파리 드라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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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명소를 관광하며 즐기는 미식투어버스 Bustronome

파리라는 거대한 도시를 마치 요약하듯 하루 만에 모두 손쉽게 돌아보는 데는 이제는 필수
코스가 된 센 강을 따라 파리의 명소들을 둘러보는 유람선 바토 무슈(Bateaux Mouches) 외
에도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파리의
매력을 즐기는
파리지앵처럼

그중 하나가 프랑스 국민차로 불리던 작고 귀여운 시트로앵 앤틱카 2CV를 타고 드라이버의 설
명을 들으며 파리의 명소는 물론 파리 토박이 정도는 돼야 알 법한 파리의 숨겨진 명소를 찾아
투어를 떠나 보는 것이다. 시간은 1시간부터 3시간까지 가능한데, 파리의 명소를 돌아보는 기본
적인 클래식 코스를 비롯해 몽마르트르 언덕을 집중적으로 탐험하거나 파리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나 파리지앵만 아는 숨겨진 비경만을 찾아다니는 등 코스도 다양하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나 유럽사람들이 파리를 여행할 때 자주 선택하지만 한국에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미식투어버스가 그것이다. 창은 물론 지붕까지 유리로 된 이층 버스에 올라
파리의 명소를 관광하면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 요리를 즐기는 투어
다. 이 버스는 샤를 드골 광장의 개선문에서 출발해 오페라 가르니에,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
담, 에펠탑 등을 들러 개선문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런치의 경우 4코스, 디너는 6코스의 메뉴
가 샴페인, 고급 와인, 신선한 과일주스 등과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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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한 지 120년이 넘은 갤러리 라파예트

앤틱 인테리어 용품이 많은 생투앙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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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패션피플처럼

그림, 조각 등이 전시된 피카소 미술관

파리의 새로운 핫스폿 파운데이션 루이뷔통

아름다운
파리 여행

함께 떠났지만 내 취향에 맞춘 새로운 여행 일정, 그래서 평생 간직하고 싶은 여행 사진.
이미 여행했던 곳이지만 토박이만 알 수 있는 독특한 관광 포인트들로 미지의 곳을 탐험
하듯 하루하루가 새로운 여행. 온전히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맞춰 색다른 파리를 경험하는
일이 매스티지 품격 여행상품 Muse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파리
Muse는 여행자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완벽히 고객만을 위한 파리 여행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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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가득한
예술가처럼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엔 제대로 관람하려면 일주일도 부족하다는 루브르 박물관을 시작

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팰리스 등급의 초호화 럭셔리 호텔에

으로 오르세 미술관, 퐁피두센터 등 예술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셀 수도

서 하룻밤을 보내고 오후엔 애프터 눈 티를 즐기는 화려한 셀러브리티, 독특한 고가

없이 많다. 그중에서 정말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박물관과 미술관, 작은 갤러리들만 쏙쏙 뽑아

구와 액세서리, 패션 트렌드를 읽어내는 패셔니스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자신만

자신만의 예술 투어 로드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예민한 구르메, 파리를 무대로 한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하루

파리에서도 피카소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마레 지구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에서는 그의 일

를 개인별 개성과 관심사,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을 시기별로 나눠 회화와 조각, 도자기, 자필 원고 등을 전시하고 있다. 로댕 미술관은 그가

이제 파리의 숨겨진 매력을 새롭게 경험해 보십시오.

1908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10년간 살았던 비롱 저택에 자리한다. 사후에 자신의 미술관을 만
들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프랑스 정부에 기증한 ‘생각하는 사람’, ‘입맞춤’, ‘지옥의 문’ 등 그
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그림이나 조각보다 화려한 색채의 도자기와 아기자기한
공예품에 관심이 많다면 몽소공원 옆의 니심 드 카몽도 박물관을 찾으면 된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식기와 박물관을 설립한 카몽도 가문이 사용한 부엌과 거실은 매우 흥미롭다.
파리의 박물관과 미술관계에 새로운 핫스폿이 생겼다. 바로 파운데이션 루이뷔통이다.
2014년 10월에 문을 연 이곳을 기점으로 파리를 다녀온 지 오래전인지 최근인지가 판가름난
다는 농담 섞인 이야기도 있다. 외관부터 파격적인 파운데이션 루이뷔통에서는 재단과 아르
노 회장의 소장품을 비롯해 기획전 등이 열린다. 특히 이곳 옥상에서는 초록의 정원을 사이
에 두고 파리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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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 ‘우아하고 세련되게’
그녀들의 파리 여행

Muse, ‘우아하고 세련되게’
그녀들의 파리 & 노르망디 여행

(4박 6일)

(6박 8일)
출발 7월 5일, 8월 13일(단 2회)
일정 인천-파리(4)-몽생미셸(1)옹플뢰르(1)-파리/기내(1)-인천
가격 ₩ 7,000,000~

출발 7월 5일, 8월 13일(단 2회)
일정 인천-파리(4)-퐁텐블로/
바르비종/파리/기내(1)-인천
가격 ₩ 5,200,000~

※ 상기 금액은 2인 1실 기준 금액이며, 독실 사용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문의 02. 726. 5703 / muse@kalpak.co.kr

화려하고 우아하게
파리의 로망에
물들다

몽테뉴 거리의 명품 부티크들의 화려한 쇼윈도보다 더 시선을 끄는 빨간색 차광막이 내려진
테라스. 파티에라도 나갈 듯 화사한 드레스를 입은 줄리엣이 서 있을 것 같은 유려한 곡선이
아름다운 발코니. 누구라도 걸음을 멈춰 서서 올려다보게 되는 파리의 플라자 아테네는 호텔
이라 부르기보다 파리에서 꿈꿀 수 있는 로망이 모두 합쳐진 장소라고 해야 옳다. 비슷한 외관
의 고풍스러운 파리 건물들 사이에서도 호텔 플라자 아테네는 그 우아한 화려함이 돋보인다.

호텔 플라자 아테네 파리

Hôtel Plaza Athénée in Paris

단순한 화려함이 아닌 우아한 품위가 가득한 이곳을 셀러브리티라고 사랑하지 않았을 리 없
다. 세계 정상의 정치, 예술계의 유명인사들은 물론이고 가깝게는 미국 드라마 섹스 앤드 더
시티(Sex and the city)의 주인공 캐리의 파리 여행 배경이 되었던 곳이다. 곱슬한 머리를 날
리며 빨간 제라늄 꽃이 핀 발코니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던 장면은 많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알던 파리와 또다른 로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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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하면서도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설립한 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호
텔 플라자 아테네는 장소나 소품 하나에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그윽한 용연향이 주위를 감싸고, 천장이 높은 클래식과 아르데코 2가지 스타일의 객실엔 프
랑스 전통 고급가구장인인 에베니스트가 오랜 시간에 걸쳐 수작업으로 만든 작품과 같은 가
구들이 놓여있다. 모든 것이 소품이라기보다 전시회에서 볼 법한 작품이다.

Hôtel Plaza Athénée in Paris
ADDRESS
25 avenue Montaigne, 75008,
Paris, France
TELEPHONE
(33) (0) 1 53 67 66 65
HOMEPAGE
www.dorchestercollection.com

로비를 지나면 은빛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알랭 뒤카스가 시선을 잡는다. 파리의 진짜 저
녁 문화를 즐기고 싶다면 피아노 연주와 재즈공연을 볼 수 있는 르 흘레 플라자(Le Relais
Plaza)를 추천한다. 프랑스 아르누보의 대가인 르네 라리크가 디자인한 유리 프레스코를 감
상하고 곳곳에 숨겨진 나침반을 찾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이다. 특히 플라자 아테네의
디오르 스파는 싱그러운 장미향의 디올 프레스티지 라인을 사용한 마사지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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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프랑스
전통과 품격을
펼치다

파리의 패션과 문화를 생생하게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생 오노레 거리에 90여 년 전 왕궁 스타
일의 우아한 호텔이 문을 열었다. 루이 16세 시대의 소파와 의자, 18~19세기의 그림과 조각, 붉
은 장미 넝쿨이 장식된 아름다운 정원, 요트에서 수영하는 듯이 디자인되어 파리의 명소와 지
붕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루프톱 수영장 등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지만 도심에서 비켜난 듯 아
늑한 분위기의 호텔, 바로 르 브리스톨이다.

르 브리스톨 파리

Le bristol Paris

르 브리스톨의 수상경력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난다. 그러한 수상경력에는 평균 10 ~20
년 넘는 근속을 자랑하는 직원들의 자부심과 서비스 정신이 한몫했다. 프랑스 왕족이나 귀족
이 누렸던 것처럼 우아하고 럭셔리하면서도 동시에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게 내 집에 온 듯 편
안함을 주기 위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커밍 공간을 마련할 정도로 손님을 향한 르 브
리스톨의 정신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철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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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한가운데 있는 실내정원은 르 브리스톨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소다. 이 정원은 대칭
Le bristol Paris
ADDRESS
112, rue du Faubourg
Saint-Honoré, 75008,
Paris, France

과 정형화, 절도와 질서를 중시하는 프랑스식 정원으로 여름엔 이곳에서 야외식사가 가능하
고, 겨울에는 아름다운 설경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르 브리
스톨의 가족은 파라오와 클레오파트라로 불리는 고양이들이다. 이름의 위엄에 걸맞게 호텔
을 근엄하게 거니는 고양이들은 이곳이 왕궁의 격에 내 집 같은 따뜻함을 표현하고 있다.

TELEPHONE
(33) (0) 1 53 43 43 00
HOMEPAGE
www.lebristolparis.com

르 브리스톨이 프랑스 관광청이 부여하는 5성급 호텔보다 더 영예로운 최고급 호텔 등급 칭
호인 ‘팰리스 호텔’로 불리는 데는 꾸준한 리노베이션, 파리 호텔 중 가장 큰 규모의 실내정원
과 함께 두 곳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인 114 포부르(114 Faubourg)와 에피뀌르(Epicure)의
월등한 미식의 품격도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특히 정원을 마주하고 있는 에피뀌르는 프랑스
전통의 맛을 구현해 데이비드 베컴, 사르코지 대통령의 단골로 이름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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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머물다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개성을 뽐내는 객실은 물론 호텔 로비부터 복도, 그림이나 도자기 등
작은 장식품까지 이곳의 모든 장소와 물품은 진귀하고 독특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평화와 자연을 상징하는 녹색을 배경으로 흐드러지게 핀 모란과 서양란이 그려진 벽지,
기하학적 무늬의 카자흐스탄 카펫, 터키 실버 트레이와 색유리 장식장들이 프랑스 스타일에
오리엔탈 느낌을 더해 낭만적으로 호텔 곳곳을 채우고 있다.

호텔 다니엘 파리

Hôtel Daniel Paris

Hôtel Daniel Paris
ADDRESS
8 Rue Frédéric Bastiat, 75008,
Paris, France
TELEPHONE
(33) (0) 1 42 56 17 01
HOMEPAGE
www.hoteldanielparis.com

파리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감각을 품다

파리를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고 표현한다면, 그 표현에 가장 적합한 곳 중의 하나가 호텔 다
니엘이다. 파리에서 가장 화려한 패션의 거리인 샹젤리제와 생 오노레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대저택을 개조한 것으로 객실 수가 26실밖에 되지 않아 화려한 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조용하
면서도 우아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호텔 문을 열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이들을 사로잡는 밖과 안이 전혀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다.
34 2017 SUMMER

KALPAK CLASS 35

프랑스의
참모습을 구현하다

17세기에 지어진 라 페르메 생 시몽은 호텔이라기보다 인상파 예술의 요람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곳은 모네와 쿠르베, 용킨트 같은 화가가 센 강 어귀에서 반사되는 햇빛에
반해 모여들었던 곳이고,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찬란한 햇빛과 풍경은 이제 아름다운 정원을 걸으며 쉬고 싶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소피 마
르소 같은 명사들을 끌어 당기고 있다.

La Ferme Saint Simeon
ADDRESS
20, route Aollphe Marais,
14600, Honfleur, France
TELEPHONE
(33) (0) 2 31 81 78 00
HOMEPAGE
www.fermesaintsimeon.fr

라 페르메 생 시몽

La Ferme Saint Simeon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었던 곳이었던 만큼 호텔 곳곳은 낭만으로 가득하다. 유명한 관광지가
밀집한 곳에서 떨어진 언덕에 있기에 말끔히 단장된 정원에서 멀리 센 강을 내려다보며 조용
히 산책을 하거나, 햇빛이 부드럽게 창으로 들어오는 응접실 같은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해산
물 요리와 함께 맛있는 사과술 칼바도스를 즐기며 예술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여기에 라 페
르메 생 시몽이 자랑하는 스파까지 더한다면 노르망디 최고의 낭만적인 힐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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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맛보다

프랑스 문화가 살아있는 특별함 <드루앙 파 앙뚜완 베스테르만>

Do not just eat it.
Please fill & feel the flavor!

Drouant par Antoine Westermann

드루앙은 프랑스 5대 셰프 중 한 사람인 앙뚜완 베스테르만의 레스토랑인 것으로도 유명하지

Comment of Taste

만 동시에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프랑스 콩쿠르상의 시상식 장소로 세계 문

드루앙 파 앙뚜완 베스테르만

학인이 주목하는 곳이다. 심사위원들은 전통에 따라 이곳에서 점심을 먹으며 수상작에 대한

볍게 즐기고 싶다면 전채요리로 르 빠떼 엉 크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요리인 푸아그라를 가

열띤 토론을 벌인다. 콩쿠르상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위치도 오페라 가르니에와 바로 접해있어

루뜨(Le pâté en croûte)를 추천한다. 고소하고 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역대 수상자들의 사진과 함께 격조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유롭다.

지고기와 거위간, 젤리가 어우러져 부드러우

이곳은 보통 3가지 또는 4가지로 구성된 정찬 코스가 고객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메
인요리를 고르기 어렵다면 요일별로 정해진 쁠라 뒤 주르(Plat du jour)를 선택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삭한 페이스트리 같은 빵을 두르고 그 안에 돼
면서도 바삭하게 즐길 수 있다. 부르고뉴식 소
고기 요리(Le Boeuf Bourguignon, tagliatelle aux
œufs)는 깊은 맛이,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구
운 생선을 곁들인 강낭콩 스튜(Le Filet de SaintPierre rôti, fricassée de fèves & asperges blanches)
는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돌아 바게트와도
잘 어울린다.

요리에 관한 한 프랑스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바다와 산, 평야를 모두 갖춘 프랑스는
농·축·수산물이 풍부해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고도의 기술을 구사해 섬세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조미료로 활용하는 포도주와 다양한 향신료의 조합은 요리에 따라 달라지는 미묘한 맛의 소스를 탄생하게 했고,
전채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재료와 빛깔, 맛의 변화는 치즈, 바게트와 함께 프랑스만의 독특함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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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TELEPHONE
HOMEPAGE
OPEN 	

8 Rue Gaillon, 75002, Paris, France
(33) (0) 1 42 65 15 16
www.drouant.com
Lunch 12:00~14:30, Dinner 19: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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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의 아주 특별한 선택, 애프터눈티 <라 슈미네>

La Cheminée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식사습관인 애프터눈티는 이제 단순히 차를 즐기는 차원이

Comment of Taste

아니라 차를 통해 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오후의 화려하면서도 푸근한, 정

라 슈미네

감 있는 문화가 됐다. 과거의 품격과 현대의 모던함이 어우러진 파크 하얏트 파리 방돔 내 라

그니처 티는 얼 그레이와 마르코 폴로지만, 일

슈미네는 ‘벽난로’란 뜻의 이름처럼 입구에 들어서면 벽난로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본 말차 베이스에 구워낸 쌀을 섞어 말차의 쌉

나무가 타는 벽난로, 높지 않은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 황색과 자주색 가구들은 차분하면

카오리 차(Kaori Cha)를 추천한다. 티와 함께 제
공되는 핑거푸드는 3단 트레이로 올라가면 간

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라 슈미네에서는 160년이 넘는 역사의 마리아쥬 프레르

Comment of Taste

로부숑은 ‘세기의 요리사’, ‘셰프의 전설’이란 찬사를 받아왔다. 미슐랭가이드에서 그가 받은

라뜰리에 조엘 로부숑

별점이 모두 25개로 단연 세계 톱클래스인 것만 봐도 그렇다. 생제르맹에 위치한 라뜰리에 조

양념 된 순무 사이에 게의 집게다리 살을 동그

엘 로부숑에 들어서면 간결히 정돈된 모던한 분위기와 요리와 관련해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페 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보다 훌륭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식전요리인 르 크라브 루와얄(Le Crabe Royal)은
랗게 넣고, 양파처럼 살짝 매콤한 맛이 나는 허
브가 포인트를 주듯 살짝 얹혀졌다. 신선한 순

꼼꼼하게 계산된 인테리어에 놀라게 된다. 셰프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오픈형 키

무의 사각사각한 식감과 감칠맛 나게 조리된

친 선반에 놓인 식재료나 테이블세팅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정돈되어 있다. 식전요

고 가느다란 허브가 매콤한 맛으로 깔끔하게

리로 세비체 요리인 르 바(Le Bar)나 훈제된 연어에 반숙된 달걀이 얹어진 캐비어(Le Caviar)

게살만으로도 잘 어울리는데, 거기에 아주 작
마무리를 해준다.

를 꼭 맛보길 추천한다.
ADDRESS 	 5 Rue Montalembert, 75007, Paris, France
TELEPHONE (33) (0) 1 42 22 56 56
HOMEPAGE atelier-robuchon-saint-germain.com
Lunch 11:30~15:30, Dinner 18:30~24:00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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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단맛이 매우 진한 것도 있기 마련인데, 라
슈미네의 경우엔 달콤함에 과일의 상큼함이나

L'Atelier de Joël Robuchon

음식이 예술의 경지로 오르고, 아티스트로 추앙받는 셰프도 많아졌지만, 그중에서도 조엘

쌀한 맛은 줄고 강하지 않게 구수한 맛이 나는

(Mariage Frères)의 다양한 차, 커피, 핫초코와 함께 초콜릿, 브리오슈, 치즈롤, 따르틴느, 카나

ADDRESS 	 5 Rue de la Paix, 75002, Paris, France
TELEPHONE (33) (0) 1 58 71 10 60
HOMEPAGE https://parisvendome.park.hyatt.com/en/hotel/dining/LaCheminee.html
Afternoon Tea 12:00~18:00
OPEN 	

예술로 승화된 프랑스 요리의 전설 <라뜰리에 조엘 로부숑>

라 슈미네에서 제공되는 마리아쥬 프레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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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의 신선함이 같이 어우러져 그 어떤 요리

예술가들이 사랑한 아지트 <레 되 마고>

Les Deux Magots

파리엔 100년쯤은 가볍게 뛰어넘는 건물과 역사적 장소가 셀 수 없을 만큼 흔하지만, 레 되
마고는 카페만으로 200년이 넘었고 현재 있는 생제르맹에서는 그보다 짧다고 해도 150여 년
을 향한다. 1860년대부터 카페가 한창 문학과 철학을 논하는 중심 장소로 사용되었던 시기에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레 되 마고는 실내와 함께 실외 테라스까지 규모도 크고 아침 일찍부
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덕에 이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음료나 음식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가짓수의 프랑스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파리를 대표할만한 카페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음료나 제과를 제외하고 메뉴가 같았던 경우

카롱쉘 사이 달콤한 로즈워터로 만든 크림과
신선한 산딸기가 가득하다. 마카롱 위엔 산딸
기와 함께 이슬을 머금은 듯 꿀 한 방울이 떨어
진 붉은 장미꽃잎이 맛을 보기도 전에 마음을
설레게 한다.

Shakespeare and Company cafe
Comment of Taste

나 생겼다. 카페 내부는 작은 테이블과 창가 자리를 합해 10명 남짓한 손님이 들어서면 꽉 찰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카페

만큼 작다. 카페 밖으로 별다른 장식 없는 기다란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을 뿐인, 어찌 보면
특별한 것 하나 없는 평범하기만 한 카페지만 아침 9시 30분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
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다.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게 되는 것은 앙드레
지드, 헤밍웨이를 비롯해 가난한 문학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따뜻함과 다른 곳에서
는 찾을 수 없는 오래된 책을 보물찾기하듯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만
의 독특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카페엔 향이 좋은 에스
프레소와 프랑스식 아메리카노인 카페 알롱제
(Café allongé)를 비롯해 각종 음료와 샐러드, 직
접 구운 베이글, 파이 등을 맛볼 수 있다.
카페가 작기에 맛볼 수 있는 빵이나 파이의 수
는 적지만 간혹 미역과 두부가 들어간 한국식
스튜나 글루텐이 없는 음식, 버터와 잼이 들어
있는 영국식 스콘, 두툼한 팬케이크 등 이색적
인 요리를 맛볼 수 있다.

ADDRESS 	 37 rue de la Bûcherie, 75005, Paris, France
TELEPHONE (33) (0) 1 43 25 40 93
HOMEPAGE https://shakespeareandcompany.com
9:30~19:00(Mon.~Fri.), 9:30~20:00(Sat. & Sun.)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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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되 마고에서는 제과업계의 피카소라 불리
Hermé)의 마카롱을 즐길 수 있다. 피에르 에르
메의 대표작인 이스파한(Ispahan)은 분홍색 마

ADDRESS 	 6 Place Saint Germain des Prés, 75006, Paris, France
TELEPHONE (33) (0) 1 45 48 55 25
HOMEPAGE www.lesdeuxmagots.fr
7:30~1:00am
OPEN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파리의 고서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옆에 2년 전 작은 카페가 하

레 되 마고
는 디저트 계의 예술가 피에르 에르메(Pierre

는 거의 없다.

파리의 살아있는 감성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카페>

Comment of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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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만나다

생투앙 벼룩시장
몽마르트르

흔히 여행지를 소개할 때 대부분의 경우 박물관이나 건축물 등의 유적지나 풍경이 아
름다운 관광 포인트를 이야기한다. 파리를 소개한 여행 책자들 거의 그렇다. 보고 듣고

오페라 가르니에

개선문
달팡

맛보고 느낄 것이 넘쳐나는 파리인데, 그래서 무엇하나 빠뜨리기 아쉬운 곳인데 그렇
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파리엔 정말 그것뿐일까? 진짜 파

뷔뜨 쇼몽
공원

파리지앵처럼 파리를 걷는다

루브르 박물관
보쥬광장
마레지구

에펠탑 오르세 미술관
노트르담

리지앵은 무엇에 열광할까? 프랑스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거리의 모퉁이 하나를 돌고, 다리 하나를 건널 때마다 바로 그곳에 역사가 전개된다.”
괴테가 설명한 파리다. 그가 설명한 것처럼 파리는 곳곳이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지
금도 활발히 활동하는 도시로, 파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몽파르나스

파리 지도를 보면 약간 모가 난 타원형의 형태로, 거의 한가운데 시테 섬이 위치하고 주변으로 루브르
방브 벼룩시장

Want to get to know the
			
Real France?

박물관, 노트르담 성당, 오르세 미술관 등의 명소들이 몰려 있다. 북쪽엔 몽마르트르가, 서쪽엔 강을 사
이에 두고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와 에펠탑이, 남쪽엔 높다랗게 솟은 몽파르나스 타워가 위치한다.
몽마르트르 언덕이나 개선문에 올라 대략적인 방향을 파악하면 파리가 훨씬 쉽게 다가온다.

파리의 중심이자 가장 아름다운 두 곳
이미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를 제외하고, 어쩌면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곳이 파리 시내 한가운데
작은 시테 섬에 있다. 하나는 꽃이나 작은 화분으로 장식하기 좋아하는 파리 사람들을 위한 꽃시장으
로, 이곳에서는 꽃 외에도 새장, 화병 등을 판매한다. 3년 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방문한 뒤로,
꽃시장을 여왕의 이름으로 바꿔 부른다.
꽃시장이 자연의 아름다움이었다면 이번엔 빛과 유리화의 아름다움이다.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과는 비
교할 수 없이 훨씬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당으로 꼽히는 생트 샤펠(La Sainte Chapelle)이
다. 1층의 채색 기둥도 이채롭지만, 특히 2층은 기둥과 천장, 벽을 제외하고 전체가 스테인드글라스로 장
식됐는데, 색색의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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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그러나 여유로운 파리의 낮
영화나 책 등에 등장한 도시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명소 보다는 그 도시의 분위기를 나타
내고 표현해주는, 어쩌면 딱 꼬집어 어디라고 하기 불분명한 평범한 곳이 많다. 2001년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에도 프랑스 영화시장을 굳건히 지켰다고 평가받는 아멜리에(Amelie)에 등장한 파리는 몽마르트르
언덕의 작은 카페와 식료품 가게가 주요 무대였다. 특히 그녀가 물수제비를 뜨던 생 마르탱 운하는 관광
객보다는 파리지앵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운하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철제 다리를 걷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여유를 찾게 된다.
파리를 여행하다 보면 은근히 많이 걷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원 때문이다. 웬만한 유적지

흰색의 사크레 쾨르 성당을 뒤로 한 몽마르트르 언덕의 야경

앞에는 작더라도 정원이나 공원이 딸려있고, 복잡한 중심가에도 엄청난 규모의 공원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곳에도 파리지앵이 더 많이 찾는 공원은 따로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뷔트 쇼몽 공원(Parc des
Buttes Chaumont). 원래는 채석장이었지만 나폴레옹 3세에 의해 조성된 이곳은 호수와 벤치, 넓은 잔디
밭 언덕과 고대 로마 신전 양식을 띤 전망대 등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울창하게 자란 나무 아래 피크닉
을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수준높은 공연과 함께 볼거리가 많은 오페라 가르니에

흥겨운, 그러나 낭만적인 파리의 밤
유럽은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된다.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어져 어둠도 늦게 찾아
오지만, 그리 늦게 오는 밤은 가슴 설렐 만큼 낭만적이다.
파리 시내 전체를 내려다보는 야경은 파리 어디서나 보이는 에펠탑이나 그보다 남쪽의 몽파르나스 타워
가 제격이다. 에펠탑은 어둠이 내리면 점등을 하는데 특히 매 시각 5분간 불빛을 반짝이는 쇼를 벌인다.
하부 조명이 들어온 개선문과 이어지는 샹젤리제 거리는 밤의 활기에 차고, 박물관과 유리 피라미드가
있는 루브르 궁전과 몽마르트르는 사람들로 넘쳐나던 낮과 달리 차분해진다. 센 강을 따라가는 유람선
바토 무슈에서 바라보는 빛나는 파리는 어느 때보다 아름답다.
파리의 밤이 선사하는 낭만은 오페라 가르니에에도 가득하다. 신 바로크 양식의 건물답게 오페라 가르
니에는 지붕 위에 세워진 19세기 청동상의 외관과 함께, 샤갈이 오페라에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천장
그림과 조각상들, 6t에 달하는 샹들리에, 홀 중앙에 있는 웅장한 대리석 계단 등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다. 이곳에서의 카르멘, 라 체네렌톨라 오페라나 라 실피드 발레 공연은 수준높은 완성도에 우아하고 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 마르탱 운하

파리시민들의 피크닉 장소 뷔트 쇼몽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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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분위기가 더해져 파리의 밤을 예술의 낭만으로 가득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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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들의 마을, 바르비종

Barbizon

화려하고 웅장한 퐁텐블로 성을 벗어나 퐁텐블로 숲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이 바르비종이다. 마을 입구
에 ‘화가들의 마을(Village des peintres)’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곳은 장 프랑수아 밀레와
테오도르 루소, 장 밥티스트 카미유 코로, 구스타브 쿠르베 등의 화가들이 소박한 풍경에 매료되어 많
은 그림을 남긴 덕에 ‘바르비종파’가 탄생하는 요람이 된다. 화가들 덕에 작은 마을 바르비종은 유명해졌
고, 전성기였던 1830년부터 30년 동안에는 80명 이상의 화가들이 머물렀다고 한다.
처음 루소나 밀레가 바르비종으로 온 것은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인 콜레라를 피해 파리를 떠나온 것이
었지만, 퐁텐블로 숲과 연못, 커다란 바위, 너른 들판, 농부들이 조화를 이루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 만들
어내는 극적인 풍경이 화가들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루소와 밀레는 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바르비종 미술학교를 이끌었고, 마을엔 밀레가 생활과 작업실로
도 사용했던 아틀리에가 남아있다. 루소의 옛 작업실은 밀레 아틀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여기
서도 루소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아름다운 벽화, 세밀한 목조 세공이 가득한 퐁텐블로 성 내부

왕들의 안식처, 퐁텐블로 성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더욱 아름다운 퐁텐블로 성

Château de Fontainebleau

웅장하고 화려한 베르사유가 루이 14세의 궁전이라면 퐁텐블로 성(Château de Fontainebleau)은 나폴
레옹 1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파리 왕족들이 사냥할 때 이용하던

밀레의 그림 <양치는 소녀와 양떼>

작은 집이었는데, 프랑수아 1세 왕을 시작으로 7명의 왕을 거치면서 증개축을 거듭했기에 베르사유보다
작지만 대신 다양한 건축양식이 혼합되어 있어 시대별 건축 사조를 비교하는 색다른 재미가 있다. 나폴
레옹 1세는 황제로 등극한 후 이곳을 ‘왕들의 안식처’, ‘세기의 집’이라 칭하며 애착을 갖고 이곳의 단장
에 더욱 매진했고 그가 유배를 떠날 때까지 이곳에 살았다.
시대별 혼재된 양식은 정원에서도 드러난다. 퐁텐블로 성 앞 정원은 프랑스식으로, 십자형으로 정확히
나누어진 잔디 위에 원추 모양으로 조경된 나무들이 체스의 말처럼 줄을 맞춰 서 있다. 그러나 일부는
나폴레옹이 개조한 탓에 풍경식의 영국 정원 스타일도 섞여 있다. 정면의 말굽형 계단은 나폴레옹이 이

1

계단을 뒤로하고 엘바 섬으로 유배를 떠났기에 ‘이별의 뜰’로 불린다.
내부로 들어서면 나폴레옹 1세부터 3세까지 왕의 침실로 사용됐던 황제의 방과 화려한 천장과 제이콥
형제가 만든 의자가 놓인 황후의 방을 비롯해 아름다운 프레스코화로 방을 온통 장식한 무도의 방을
바르비종파를 일군 장 프랑수와 밀레의 아틀리에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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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유 코로의 그림 <빌 다브레이의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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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신비한 수도원, 몽생미셸
Mont Saint Michel

몽생미셸은 여행자는 물론 프랑스 사람에게도 꼭 가보고 싶은 꿈의 수도원이다. 썰물과 밀물 때에 따라
섬에서 육지로 변하는 모습, 800년 동안 건축된 탓에 시대별로 달라지는 건축양식을 보는 재미, 꼭대기
까지 올라갔을 때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한 대지의 풍경은 사진으로 보기에는 갈증만 더할 뿐이기 때문

708년, 노르망디 주교 오베르는 어느 날 밤 대천사장 미카엘의 계시를 받는
다.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 작은 바위산 꼭대기에 성당을 지으라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주교는 그 계시를 무시했고, 분노한 대천사장은 다시 꿈에
나타나 주교의 머리를 태웠다. 꿈에서 깨어난 주교는 이마의 상처를 확인하고
수도원의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일까. 몽생미셸은
눈앞에 바라보고 있어도 현실 같지 않은 꿈처럼 신비롭기만 하다.

이다. 특히 몽생미셸의 야경과 이튿날 여명은 평생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장관이다.
그렇게 모두가 꿈꾸는 여행지지만 몽생미셸은 파리나 인근에서 오가기엔 대중교통이 불편해, 프랑스 사
람에게도 접근이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를 방문하는 데 오랜 시간을 들여 여행 온
온 여행자는 이곳을 프랑스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는다.
성 입구를 지나 왕의 문을 통과하면 수도원으로 가는 큰 길(Grand Rue)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두세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이 나온다. 용을 밟고 있는 성 미카엘 인형, 동으로 만든 메달 같은 기
념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지나면 계속되는 오르막길과 많은 계단 때문에 조금은 쉽지 않지만 맨 꼭대기
에서 바라보는 장관은 가파른 길을 오른 수고를 잊게 하고도 남는다. 수도원이 첫 모습이었지만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전쟁 요새가 되기도, 1만 4천 명이나 갇혀 있는 감옥이기도 했던 몽생미셸 수도원. 이곳 하
나만으로도 프랑스를 방문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몽생미셸 수도원 맑고
정상에서
고운 내려다본
색의 호수성벽과
주변으로
모래톱
뾰족하게 솟은 침엽수림이 아름다운 투잭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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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프랑스의 모습이라고 불리는 옹플뢰르의 아름다운 항구

대서양을 향해 물을 마시는 모습의 코끼리 절벽

지친 영혼을 위한 매력적인 거실, 옹플뢰르

Honfleur

노르망디 최고의 비경, 에트르타

Etretat

앙다문 입술에 흘겨보는 듯한 시선의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강력한 예술가이기도 했지만 예민하

대서양을 향해 코를 대고 물을 마시는 듯한 코끼리 절벽 사진은 에트르타라는 지명보다 더 유명하다.

고 반항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어서 그의 생애는 평탄하지 않았다. 그런 보들레르가 ‘항구’라는 산문시에서

19세기 이전까지 아주 한적한 어촌마을이었고 지금도 큰 도시는 아니지만, 풍경만큼은 노르망디 해변에

‘삶의 투쟁에 지친 영혼을 위한 매력적인 거실’이라는 표현으로 옹플뢰르를 설명한다. 또 인상파 화가인 모

서 최고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프랑스 소설가 알퐁스 까흐는 ‘만일 친구에게 처음 바다를 보

네, 쿠르베, 세잔, 르누아르, 부댕은 아름다운 이곳을 화폭에 담기 주저하지 않았다. 웬만한 안내책자엔 잘

여줘야 한다면 서슴없이 에트르타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르망디 전통 양식의 건물들이 들어

나오지 않는 작은 항구도시일 뿐이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이곳에 진짜 프랑스 모습이 있다고 한다.

선 따뜻한 분위기는 풍경 외 프랑스 사람들이 신혼여행지 1위로 꼽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모네가 꾸민 작은 정원, 지베르니

빛의 화가들과 만나는 풍경, 오베르 쉬르 우아즈

Giverny

Auvers sur Oise

끌로드 모네는 1883년의 기차여행이 어떤 의미가 될지 아마 몰랐을 것이다. 여행하다 우연히 발견한 마

비극적일 정도로 짧은 생애였으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가 중의 한 사람인 빈센트 반 고흐가 마지

을 지베르니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43년간 이곳에 정착하게 했기 때문이다. 모네를 붙잡은 지베르니는

막 생애 70여 일간 살았던 곳이 오베르 쉬르 우아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곳에서 완성된 유화

500여 명 남짓한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모든 집은 나지막한 담 너머로 아담하고 예쁜 정원이 보이는

만 약 70여 점이라는 놀라운 작품 수를 남겼고 그가 그린 시골 풍경의 상당수는 이곳이 배경이다. 그의

풍경화 같은 곳이다. 모네가 살았던 생가는 박물관으로 운영되는데 봄부터 수선화가 활짝 핀 정원을 관

작품 속 배경이 된 마을 곳곳엔 작품 사진이 세워져 있는데, 특히 오베르 교회 오른쪽에 자리한 평원은

람객에게 개방한다. 여름엔 버드나무는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연못엔 탐스러운 연꽃이 반겨준다.

그의 마지막 작품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배경이 되었고 그 옆에 동생인 테오가 나란히 잠들어 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로 아름다운 모네의 정원

오베르 쉬르 우아즈 성과 기하학적 무늬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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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Lifestyle

태양과 바람과 바다,
그리고 요트

아시아의 푸른 진주 _ 태국 푸껫, 필리핀 파말리칸
계절에 상관없이 신혼여행지로 스테디셀러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요트를 즐기기에도 최적의 바
다가 있다는 의미다. 태국 푸껫에서는 보통 스피드보트를 타고 피피 섬에 다녀오거나, 파도가 잔잔해 스
노클링 하기 좋은 마이톤섬을 조금 천천히 가는 럭셔리 요트를 선택한다. 조금 더 떨어진 끄라비도 국내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 위, 하얀 작은 점으로 떠 있는 요트는 자체로 여유와
자유를 의미한다. 폭염으로 허덕이는 육지를 뒤로하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출렁이는
파도를 느끼며 바다로 향한다는 것은 낭만이자 로망이다.
온전히 태양과 바람의 힘을 얻어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하얀 요트는
세상과 분리된 나만의 세계를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 된다.

엔 덜 알려졌지만, 이국적인 해변과 석회암 절벽을 가진 장관 때문에 태국 내 숨겨진 보석으로 불리는 곳
으로, 이곳에서의 요트는 일몰 때 즐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태평양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파말리칸섬의 아만풀로 리조트에서는 모터 요트, 세일링 요트 모두 즐길
수 있으며,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주변 섬을 탐험하거나 산호초가 가장 예쁜 곳에 정박해두고 스노클
링을 체험할 수 있다.

에디터 손경란

Yacht
요트는 크게 엔진의 힘으로 운항하는 모터 요트와 바람의 힘으로 운항하는 돛이 달린 세일링 요트
로 구분한다.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요트는 돛이 달린 세일링 요트인데, 이 세일링 요트도 다시 크루저
(Cruiser)와 딩기(Dinghy)로 나뉜다. 크루저는 먼바다에서도 세일링이 가능하도록 주방, 침실, 화장실
등의 선실이 있으며 입출항과 비상시를 위해 소형 보조 엔진도 달려있다. 순풍을 받으면 15노트 이상 나
아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종면허를 따야 조종할 수 있다. 오로지 바람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딩기는 1~3인용의 소형 세일링 요트를 가리키는데, 운동신경이 있는 편이라면 1시간 이내로 쉽게 조종
법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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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의 황홀한 시간 _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요트는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적 요트는 네덜란드가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
이 유럽인만큼 유럽의 항구 어디라도 늘 수십 척의 요트가 정박해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중해에서의 요
트는 최고로 꼽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남동쪽 발레아레스 제도의 가장 큰 섬인 마요르카(Majorca)와 이비자(Ibiza) 섬은
기암절벽과 소나무숲, 옥빛 바다로 유명해 수년 동안 영국과 독일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로 선정되기
도 했다. 특히 마요르카엔 총 200여 개의 비치가 있는데, 그중 자연그대로 보존된 65개의 비치는 도보나
요트로만 접근할 수 있어 특별한 요트 투어가 가능하다.
이탈리아에서의 요트는 섬 전체가 용암으로 뒤덮여 있는 카프리 섬을 주변으로 한 투어를 추천한다.
카프리섬은 오래전부터 괴테, 오드리 헵번, 재클린 오나시스 등 수많은 명사는 이곳에서 요트를 즐겼다.요
트를 타고 카프리 섬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주변으로 크고 작은 무인도와 바위섬이 많아 요트 여행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그리스 산토리니 요트투어는 소수를 위한 프라이빗 요트, 50명 이상 탑승하는 대형요트, 그 중간인 20
명 정원의 세미 프라이빗 요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최소 반나절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블리하다
항구에서 출발해 대부분 레드비치, 화이트비치, 핫 스프링 비치를 돌아보는 일정이다.
요트투어의 가장 큰 장점은 아름다운 산토리니의 경관을 바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특히 일몰 때
의 풍경은 평생 기억할 만큼 황홀하다.

해양스포츠의 메카 _ 하와이
해양스포츠를 이야기할 때 하와이를 빼놓을 수는 없다. 연중 온화한 날씨와 때로는 에메랄드빛으로 때
로는 사파이어처럼 푸른색으로 빛나는 깨끗한 바다를 가진 하와이는 서핑과 패들은 물론 요트를 즐기
기에도 최적의 장소다.
오아후 서쪽, 포시즌 오아후 앳 코 올리나에서는 세일링 요트는 물론 카약, 스탠드업 패들, 카누 등 다양
한 해양 스포츠가 가능하다. 특히 이곳은 복잡한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 코 올리나 라군을 프라이빗 풀
처럼 이용할 수 있어 소란스럽지 않고, 비교적 잔잔한 파도와 얕은 수심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요트 투어
에도 적합하다.
하와이에서 더욱 완벽하게 자연과 동화된 고급스러운 요트를 즐기고 싶다면 하와이 6개의 섬 중 가장
작은 라나이를 택하는 것이 좋다. 섬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포시즌 라나이에서는 요트를 타고 귀여
운 돌고래와 함께 바다를 누비거나, 석양으로 붉게 물든 바다 위에서 카약을 즐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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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of Travel

!

낭만과 열정의
또 다른 이름

Teotihuacan
Mexico City

Cancun

Hola! Mexico

중앙아메리카의 심장과도 같은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간직한 곳이다.
또 아스텍, 사포텍, 마야 등 수수께끼로 가득한 각종 문명으로 세계 여행자를 유혹한다.

KALPAK이 제안하는
멕시코, 쿠바 기행 11일

멕시코시티에서 유카탄 반도까지 여행하는 동안 중남미 사람들 특유의 열정을 느끼고 여유를 배웠다.

출발 6월 23일, 7월 21일, 8월 25일

또 오해도 풀었다. 멕시코는 각종 범죄와 마약으로 얼룩진 나라가 아닌 진정 낭만과 열정이 가득한 나라였다고.

일정 인천-LA(경유)-멕시코시티(2)-바라데로(2)-

에디터 이수호 여행작가

가격 ₩11,900,000~

아바나(2)-칸쿤(2)-달라스 경유-인천
문의 02. 726. 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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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City

스페인식 지명 메히코 데헤페라 부르는 수도,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는 본래 호수 위의 원주민들이 지은 섬이었지만, 스페
인이 이곳을 점령한 뒤, 호수를 메워 지금의 도시를 건설했다. 각
종 범죄로 악명 높았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명실상부 중미
최대의 허브 도시가 되었다.
멕시코시티 여행이 시작되는 곳은 소칼로 광장(Plaza de Zocalo)
이다. 크기로만 보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멕시코시티를 비
롯해 멕시코의 여느 도시를 가든 ‘소칼로‘라고 이름이 붙은 대형
광장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중남미 도시의 중심이 되는 아르마스 광장(Plaza de Armas) 구실
을 하는 곳으로 멕시코에서는 주로 ‘기반’이라는 뜻을 지닌 소칼로
라고 부른다. 광장 중앙에는 대형 멕시코 국기가 펄럭이고 주변으
로는 대성당, 궁전, 정부청사가 둘러싸고 있다. 멕시코시티에서 제
일 유명한 명소답게 광장에는 온종일 크고 작은 집회와 각종 공연
이 정신없이 펼쳐진다.

3

중남미의 아르마스 광장에는 대성당이 공식처럼 붙어있다.
이는 신대륙을 점령한 스페인 군대가 원주민을 빠르게 교화시
키려는 목적 때문이다. 멕시코시티의 메트로폴리타나 대성당
(Catedral Metropolitana)은 중남미를 통틀어 최고의 성당으로

1

손꼽힌다. 클래식한 제단과 정교한 조각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스
테인드글라스를 보면 여느 대형 박물관에 초대된 느낌마저 든다.
과달루페 대성당(Templo de La Enseñanza)은 14세기에 성모마
리아가 원주민의 모습으로 발현한 곳이다.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
당, 프랑스의 루르드 성당과 함께 세계 3대 성모 발현지로 통한다.

1 소칼로광장은 멕시코를 대표하
는 곳으로, 스페인 때 세워진 건

2

3

물로 유럽의 분위기가 난다.
2 바로크 양식의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제단과 금도금된 난간의
성가대석이 화려한 메트로폴리타

그래서인지 멕시코 최대 규모의 성지순례지로 유명하다.

나 대성당.

16세기에 건립된 구 성당은 지반이 약해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있
는 상황.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보다 더 기울어져 앞으로의

3 성모의 발현지로 알려져 바티
칸 다음으로 많은 카톨릭 신도들

보존이 걱정될 정도다. 그래서 1973년 바로 왼쪽에 신성당을 다시

대성당.

이 방문하는 순례지인 과달루페

건립했고, 이후로는 그곳에서 주요 미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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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otihuacan

대규모 제단과의 만남, 테오티와칸
멕시코시티 북동쪽으로 차로 약 1시간을 달리면 대규모 피라미드
유적군과 마주하게 된다.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군과 양대 산맥
을 이루는 곳으로 이집트 유적이 파라오의 무덤이라면, 이곳은 신
에게 바친 제단이다.
태양의 피라미드(Piramide del Sol)에 오르기 위해 테오티와칸을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양의 피라미드는 높이 65m, 가로
와 세로가 225, 222m로 이는 중남미 대륙을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 그 옛날 이 거대한 제단을 돌과 흙으로만 지었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수수께끼다. 당시 원주민들이 풍년과 종족
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신에게 기도를 올릴 제단으로 지었다는 설
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 250여 개의 계단을 올라 제단 꼭대

7

기에 오르면, 테오티와칸 유적군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
관과 마주하게 된다. 간혹 현지인들이 이곳에 올라 두 손을 드는
제스처를 취하는데, 이는 신과 마음속으로 접촉하면서 소원을 비
는 그들만의 관습이다.
태양의 피라미드 꼭대기가 달의 피라미드(Piramide del Luna)를
보는 최적의 위치였다면, 달의 피라미드는 태양의 피라미드를 가

Península de Yucatán

장 멋지게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다. 또 바로 앞에는 길게 사

옛 마야인들의 터전, 유카탄 반도

자의 길이 뻗어있고, 우측 끝에는 켓살코아틀 신전이 눈에 들어온
다. 그야말로 테오티와칸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명당자리.
사자의 길 끝에 자리한 달의 피라미드는 인간의 심장과 피를 신에

남부 멕시코는 한마디로 낙원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4

로 일컬어지는 칸쿤과 툴룸, 마야 문명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치첸

게 바친 제단이다.

이트사까지. 남부 멕시코는 자연과 유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종
5

6

합선물세트와도 같다.
시원한 야자수와 환상의 해변을 보유한 칸쿤(Cancun)은 지상 최

4 아메리카 대륙 최대의 고대건
축물 중 하나인 태양의 태양의 피

고의 해변으로 불린다. 그림에나 나올 법한 사파이어 빛 바다는

라미드. 기하학적, 상징적 원칙에

절로 탄성을 자아낸다. 지구 최강 해변다운 위용을 자랑하고 숨죽

따라 지어졌다.

인 듯 조용한 것도 칸쿤 만의 매력이다.

5 마야시대로 추정되는 유적으로
해상교역 및 활발한 경제활동을

칸쿤 남쪽에 자리한 작은 해변 도시 툴룸(Tulum)은 카리브 해가

한 흔적이 발견된 엘 카스티요.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자리한 마야 유적, 엘 카스티요(El Castillo)

6 아름다운 카리브해를 담고 있
는 툴룸. 나라에서 마야문명 유적

로 유명하다. 과테말라 티칼의 웅장함에는 못 미치지만, 탁 트인

지와 함께 해변을 보호하고 있다.

해변에 자리해 묘한 매력을 선사한다. 특히 이곳에는 야생 이구아

7 미국인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허니문 여행지로도

나가 많아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데, 뒤뚱거리는 자태에 여행자들
은 절로 웃음을 터트리게 된다.

인기가 높은 칸쿤.

64 2017 SUMMER

KALPAK CLASS 65

Culture & Place

1958년 프랑스는 알제리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였을
때 정계를 은퇴했던 샤를 드골은 복귀를 선언하며 ‘300가지 이상의 치즈를
찾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드골이 엄청나게
다양한 치즈 맛처럼 셀 수없이 많은 국민의 요구를 맞추는 것이 너무 힘들
다는 표현이었다. 이런 드골에 대해 영국의 처칠은 '그토록 다양한 치즈가
공존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진한 향에 끌리다
부드럽게 녹아들다

그런데 지금 처칠이 살아있다면 더 투덜댔을지도 모르겠다. 프랑스의 치즈
만도 수백가지가 넘어 그들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Cheese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발효 음식, 치

Camembert Cheese
카망베르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치즈
로, 웨지모양으로 잘라 바게트, 과일, 견
과류를 곁들여 먹는다.

즈.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맛과 에너지를 지

치즈를 고르는 현명한 방법

닌 음식 중 하나인 치즈는 그 자체로 엄청난

치즈는 일반적으로 신선 치즈, 흰 곰팡이 연질 치즈, 껍질을 닦은 연질 치

풍미가 있지만 다른 요리에 곁들여 먹으면

즈, 가열압착 치즈, 비가열압착 치즈, 블루치즈 등 제조과정에 따라 종류가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특유의 향 속

다양하다.

부드럽게 녹아드는 치즈 맛에 한 번 매료되

가장 오래되고 제조 과정이 간단한 신선 치즈는 숙성 과정이 없으므로 만

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오묘하고 강렬한 치

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신선한 맛과 함께 약간의 산도가 느껴지는 것

즈의 매력에 빠져 보는 것은 어떨지.

이 특징이다. 그러나 수분 함량이 높은 편이라 보관이 어렵고 빨리 먹어야

질 치즈다. 숙성 기간 중에 규칙적으로
표면을 닦아주는 것이 특징으로, 치즈
윗부분이 분화구처럼 패여있고 껍질은
연한 오렌지 빛이 난다. 움푹 팬 곳에
포도주나 샴페인을 부어 두었다가 술
과 함께 치즈를 즐기기도 한다.

흰 곰팡이 연질 치즈는 표면에 솜털 같은 흰 곰팡이가 피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카망베르, 브리 치즈가 있는데 이 중 브리 치즈는 이들 중에서 가
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질 치즈에서 느껴지는 향은 버
섯, 이끼 혹은 젖은 흙냄새 등이 나며 페이스트는 매우 부드럽고 탄력이 있
고 먹었을 때 버터, 버섯이나 견과류의 맛이 느껴진다. 흰 곰팡이 연질치즈
는 씨드르(Cidre, 사과주)와 같이 과실향이 풍부하고 드라이한 와인과 매칭
하는 것이 좋다.
껍질을 닦은 연질 치즈는 숙성과정 중에 표면을 닦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에프와스 치즈, 랑그르 치즈, 마르왈 치즈 등이 있다. 이
치즈는 껍질에서 코를 자극하는 고약한 냄새가 나기로 유명하다. 반면에 페
이스트는 껍질에서 느껴지는 향에 비해 약한 편으로 견과류와 건초의 풍미
가 느껴진다.
66 2017 SUMMER

랑그르 치즈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
으로 유명한 에프와스 치즈와 비슷하
지만 맛은 그보다 조금 약한 프랑스 연

하는 단점이 있다.

에디터 오형준

Langres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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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후 압력을 가해 숙성하는 압착 치즈는 주로 우유를 사용하는데, 수분

Asiago Cheese

Grana Padano Cheese

치즈와 와인, 함께라서 더욱 좋은 '최고의 파트너'

함량이 적어 질감이 단단하고 껍질이 딱딱하다. 압착 치즈는 다시 비가열

이탈리아의 경질치즈인 아지아고 치즈

우유를 써서 가열 압착해 오래 숙성시
킨 딱딱한 치즈로, 이탈리아 요리에 빠

치즈와 와인은 그 종류가 각각 수천 가지에 이르는 데다가 제각기 다양

압착 치즈(아지아고 치즈, 체더 치즈, 콜비 치즈, 에담 치즈 등)와 가열 압착

는 젖소의 무지방 우유로 바퀴형태로
만들어 무게로 잘라 판매한다. 2~3개
월 정도 숙성시킨 것은 샌드위치나 샐

지지 않아 흔히 '부엌의 남편'이라는 별

치즈(에멘탈 치즈, 그라나 파다노 치즈, 그뤼에르 치즈 등)로 나뉜다. 최소
2~3개월 정도 숙성 기간을 거치는 비가열 압착 치즈는 고기 수프, 버섯의
맛이 난다. 열을 가하게 되는 가열 압착 치즈는 4개월~1년으로 꽤 긴 시간

칭으로도 불린다.

러드에 사용하고, 9개월 이상 장기 숙
성한 것은 테이블 치즈나 요리할 때 사

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맛이 한 가지로 고정된 것도 아니고 숙
성에 따라 풍미와 질감이 변화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섬세하고 까다로
운 둘을 짝지어 맛과 맛의 조화를 즐기는 문화는 프랑스의 가스트로노미

용한다. 이탈리아 치즈답게 파스타나

(Gastronomy, 미식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수없이 많은 치즈와 와인

피자, 수프 요리에 자주 쓰인다.

을 숙성시키는데, 숙성 후엔 견과류의 고소한 향이 나고 표면에 군데군데

중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한 쌍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구멍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와인과 치즈를 페어링 하는 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요약하자면 ‘서로의

제조 중에 우유에 푸른곰팡이의 일종인 페니실륨 로크포르티 균을 넣어

맛을 해치지 않을 것’, 그리고 ‘함께 먹어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간단하게

치즈 표면에 대리석 무늬의 청록색 곰팡이가 특징인 블루 치즈는 프랑스의

정리된다. 예를 들면 숙성기간이 짧은 쉐브르 치즈는 산미가 느껴지는데 여

로크포르 치즈, 고르곤졸라 치즈가 대표적이다. 코를 톡 쏠 정도의 시큼한

기에 마찬가지로 산미가 있는 프레쉬한 와인을 곁들이는 것이다. 스파이시

향이 나지만 짭짤한 맛이 일품이기 때문에 스테이크 소스나 샐러드드레싱

한 치즈에는 스파이시한 맛의 와인을, 허브를 넣은 치즈에는 채소 향이 나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는 와인으로 알려진 것을 찾아서 맞추어보면 된다.
Gruyere Cheese

한편, 맛의 대비로 훌륭한 궁합을 보여주는 페어링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

스위스에서 탄생한 그뤼에르 치즈는

가 짠맛과 찌르는 듯 강한 치즈와 단맛이 강한 와인의 조합이다. 푸른곰팡

거의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치즈
다. 만드는 방법은 에멘탈 치즈와 비슷
하지만 맛은 더 짜고 향이 강하다. 호두

Colby Cheese

맛과 크림 같은 느낌이 나면서 미세하
콜비 치즈는 미국이 원산지로, 체더 치

게 신맛도 난다. 치즈 퐁듀에도 사용되

즈와 맛이 비슷하지만 더 부드럽고 무난

며, 과일 향이 나는 화이트와인이나 가

한 맛이어서 쓰임새가 다양하다.

벼운 레드와인과 잘 어울린다.

이로 숙성한 치즈는 염도가 높으면서도 특유의 쌉쌀한 매운맛을 지니고 있
다. 여기에 단맛이 진한 와인을 곁들이면 치즈의 날카로운 매운맛은 부드러
워지고 짠맛도 중화된다. 프랑스의 로크포르 치즈와 소테른 와인, 영국의
스틸튼 치즈와 포트 와인, 이탈리아의 고르곤졸라 치즈와 레치오토 디 소
아베 등 좋은 궁합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Gorgonzola Cheese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블루치즈인 고르
곤졸라 치즈는 빵, 리소토, 샐러드, 피자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따뜻하게 먹거나
꿀을 곁들이면 톡쏘는 강한 맛과 향이
완화된다.

Chevre Cheese

Edam cheese

염소젖으로 만드는 쉐브르 치즈는 특유

빨간색 왁스로 코팅되어 살짝 넓적한 공

의 향기와 포슬포슬한 질감이 특징인 하

모양의 에담치즈는 얼핏 사과처럼 보이

얀 치즈다. 염소젖은 지방과 단백질 입

기도 한다. 지방함량이 적고 부드러운 질

자가 작아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작은

감으로 숙성이 진행될수록 점차 강한 풍

크기로 만들어 지역에 따라 동전처럼 납

미와 단단한 조직으로 변한다. 고다 치즈

작하고 둥글게 하거나 원뿔꼴로 뾰족하

와 함께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치즈

게 만들기도 한다. 프랑스 사람들이 매

로 크래커나 빵에 아주 잘 어울려 다양한

우 좋아하는 것으로 익숙해지면 우유로

샌드위치에 활용된다.

만든 치즈가 싱겁게 느껴지게 된다.

Roquefort Cheese
로크포르 치즈는 프랑스 남부의 로크포
르 마을에서 만드는 양젖 치즈로, 특수

Emmental Cheese

한 푸른곰팡이로 숙성시켜 만든 반경질

스위스를 대표하는 에멘탈 치즈는 퐁튜

공존하는 치즈로, 냄새도 자극적이라서

나 고기요리에 넣으면 좋다. 고소한 맛이

처음 먹는 사람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도

일품이어서 와인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있지만 익숙해진다면 고소하면서도 담

더욱 짙은 치즈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백한 맛에 빠져들게 된다.

치즈다.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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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질감, 숙성 타입에 따른 치즈 플레이팅
치즈는 맛과 질감, 숙성 타입 등을 고려해 최대한 다양한 타입의 치즈로 구
성하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숙성하지 않은 프레쉬 치즈, 흰곰팡이로 숙성한 연질치즈, 푸른
곰팡이로 숙성해 맛이 강한 블루 치즈, 부슬부슬한 식감을 지닌 쉐브르(산
양) 치즈, 장기 숙성한 반경질 치즈, 향이 강하고 크림처럼 부드러운 워시치
즈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프랑스식 풀코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왜건에 실어 와서 조금씩 잘
라 개인별로 서빙한다. 치즈 코스는 메인 요리 다음, 디저트를 먹기 전 단계
에 제공된다. 많은 양을 제공하지 않고 소량씩 잘라서 한 접시에 담아내는
데 플레이팅하는 방법도 정해진 규칙을 따른다. 치즈 껍질 부분은 바깥쪽
을 향하게, 치즈 속살 부분은 중심을 향하게 한다.
치즈의 배열 순서도 중요하다. 시계방향으로 맛이 약한 것에서 강한 것 순
으로 놓는다. 가까운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는 홈 파티라면 테이블 가운
데에 치즈 보드를 두고 각자 조금씩 잘라 가도록 제공해도 괜찮다.
여러 가지 치즈를 큼직하게 썰어서 치즈 보드를 만들고 견과류, 말린 과일,
콤포트(과일을 설탕에 조린 것), 담백한 크래커, 바게트 등을 함께 곁들여
내도 좋다.

70 2017 SUMMER

Masterpiece

SENNHEISER

독일 명품 오디오 브랜드의 자존심, 젠하이저

여행을 풍요롭게 하는
소리의 마법

독일 명품 오디오 브랜드 젠하이저는 작년 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까지 재생 가능한 헤
드폰 HE1을 내놓았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도 사용됐던 카라

음악을 듣는 가장 호사스러운 방법은 플레이어와 스피커, 앰프 등 오디오 시
스템에 달렸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영역이 제한된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
라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까지 확대됐다. 즉 언제 어디서라도 모
든 음역의 탁월한 재생능력은 물론 주변의 소음 차단과 휴대성과 패션성까지

라 지역의 대리석과 8개의 진공관을 내장한 이 헤드폰은 연간
250대 정도의 극소수 수량만 생산되며 가격도 5만 유로에 달한
다. 수량이나 가격에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HE1에서 조금 물러
나면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HD 800의 후속

요구하게 된 것이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소란스러운 군중 한가운데서도

작 HD 800S를 주목할 만 하다. 전작을 능가하는 중음역대와

그 어떤 잡음 없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완벽히 재생해내는 명품 헤드폰과 이

베이스 재생능력, 탁월한 해상도와 공간감, 매트블랙과 실크 광

어폰은 순간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택의 외관과 함께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SENNHEISER
HD 800S

이어폰의 경우 IE 시리즈 최상위 모델인 IE 80을 추천할 만 하

에디터 진윤숙 / 자료협조 각 브랜드

다. 하이파이 스테레오 사운드와 강력한 소음차단 기능과 함께
금속 하우징과 상호 교환가능한 케이블은 최고의 견고함과 유
연성을 자랑한다. 또한, 베이스 대역에서 튜닝이 가능한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다.

Bang&Olufsen
Bang&Olufsen
Beoplay H5

일상에 파고든 특별한 소리, 뱅앤올룹슨
덴마크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음향기기 전문기업 뱅앤올룹슨은
올해 초 뱅앤올룹슨 헤드폰 가운데 최초로 블루투스 4.2를 탑
재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고 배터리 소비를 많이 감소시킨
프리미엄 블루투스 헤드폰 베오플레이 H9를 출시했다. 출근이
나 여행 등 일상생활에서 헤드폰이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면
서, 동시에 소음이 많은 외부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사운드에 빠
져드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다. 작동법도 간단한 H9은
아길라그레이와 블랙 2가지 색상으로, 무게는 285g 정도로 아
주 가볍다.
뱅앤올룹슨에 귀엽고 깜찍하지만 아주 강력한 이어폰이 등장했
다. 첫 블루투스 이어폰 베오플레이 H5이 그 주인공인데, 디자

IT와 스마트기기에 대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에 명품 헤드폰과 이어폰이 속속 상륙해 소
리에 민감한 마니아들을 자극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다. 나 자신을 위한 가치소비를 하는 포
미족(For Me)이 늘어나면서 명품 헤드폰과 이어폰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감각 있는 패션 액세서리 포인
트로 제격이다.

인과 기능이 조화롭게 맞춤 설계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
Bang&Olufsen
Beoplay H9

품질의 아노다이즈드 알루미늄을 사용해 이음새 없이 깔끔한
외관,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사운드에 이어, 전 방향에 마이크
가 내장돼 있어 활동 중에도 자유롭게 음성통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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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s by Dr. Dre
Solo 3

Beats by Dr. Dre

탁월한 음질과 톡톡 튀는 패션성, 비츠 바이 닥터드레
Beats by Dr. Dre
BeatsX

세계적인 정통 오디오 브랜드에 비해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최신
의 음악을 즐기는 트렌드셰터에게 비츠 바이 닥터드레는 필수품
이다. 애초 힙합 뮤지션이자 프로듀서인 Dr. Dre를 참여시켜 탄생
하였기에 패션성과 음질에서는 탁월하다는 명성을 얻고 있다. 작
년 말 출시된 비츠 솔로3 와이어리스 헤드폰은 5분만 충전해도 3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배터리 방전 시 유선 케이블을 연결
해 일반 헤드폰처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고품격 사운드, 내수
성이 뛰어난 헤드밴드, 360도 회전하는 이어컵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비츠 바이 닥터 드레는 새로 출시된 와이어리스 비츠 X에서 그들
의 패션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비츠 X는 귀에 꽂아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컴팩트한 소형이어폰으로, 클래스 1 블루투스와 애플
W1 칩을 적용해 타 기기와 최적의 연결성을 자랑한다. 특별히 제
작된 플렉스 폼이 탁월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이어버드에 자성이
있어 줄 엉킴 없이 오랜 시간 목에 걸치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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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njiwo
Indonesia

KALPAK이 제안하는
발리 아만킬라(Amankila), 아만지우(Amanjiwo) 자유 8일
출발 매일
일정 인천-발리(3)-족자카르타(3)-기내(1)-인천
가격 ₩ 5,700,000~
문의 02.726.5710 0

아만지우
인도네시아

영혼의
신비로운 평화를
맞이하다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의 수도는 자카르
타지만 정신과 문화의 수도는 족자카르타라
고 할 수 있다. 왕조시대 자바의 문화가 그
대로 남겨져 전통복장인 바틱을 비롯해 무
용, 드라마, 음악, 미술 등의 예술과 보로부
두르, 프람바난 등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사원이 즐비해 인도네시아 정신문화의 기반
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영혼’이라
는 뜻의 아만지우의 이름이 이곳에서 가장
빛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협조 아만지우 www.aman.com/resorts/amanji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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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지우는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면서 8세기에 지어진 세계에서 가
장 큰 보로부두르 사원과 계단식의 드넓은 농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노레
(Menoreh)언덕에 둥근 지붕을 얹고 높다란 기둥을 세운 신전처럼 평화롭게 자리
한다. 원래 수백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주변과 완벽히 어울리기에 조용히
명상이나 요가를 즐기는데 최적이다. 또 이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을 수 있도
록 수채물감이 비치되어 있기도 하다.

고대의 숨결과 활동적인 액티비티의 조화
아만지우는 그 위치 자체가 평화로운 영혼을 만날 수 밖에 없는 곳에 자리한다.
멀리 화산을 두른 사원의 지붕 위로 떠오르는 새벽의 여명은 가슴 깊은 감동을
준다. 보로부두르 사이클링과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오르는 므라피(Merapi)화
산 트레킹, 이곳 고도 1,000m에서의 골프는 단순한 액티비티의 차원을 넘는다.
여기에 고대 자바 양식이 배어있는 스파가 더해지면 몸은 물론 영혼의 평화가 무엇
인지 명확하게 느끼게 한다.

1 아만지우 스위트룸의 침실. 아만지
우 스위트룸은 보로부두르뷰와 가든
뷰 2가지로 나뉘지만 모두 정원테라
스를 갖고 있다.
2 다렘 지우 스위트의 원형홀. 2개의
침실과 거실, 수영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인 보로부
두루의 해가 뜰 때의 풍경.
4 평화로운 메노레 언덕이나 수영장
테라스에서 요가를 즐길 수 있다.
1

2

2017년 더욱 특별한 숫자 ‘20’
‘평화로운 영혼’이라는 뜻을 가진 아만지우는 올해 약관 20살의 청년이 됐다. 아만
지우는 이 20년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내내 열리는 20가지 테마 이벤트를 마련했
다. 매달 20일에 열리는 칵테일 이브닝, 20분만에 배우는 자바 요리수업, 20km 자
전거 경주, 20주년 기념 전시회 등 자바섬의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투숙객이 참
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벤트들이 더해지는 것이다. 영혼의 평화로움에 재미있는
악센트가 더해 올해 아만지우를 가득채우게 되는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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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Choice

Amanwana
Indonesia

KALPAK이 제안하는
[허니문] 발리 아마누사(Amanusa), 모요섬 아만와나(Amanwana) 6일
출발 매주 토, 일, 월
일정 인천–발리(2)-모요아일랜드(2)-발리-기내(1)-인천
가격 ₩ 2,790,0000~
문의 02.726.57060 0

아만와나
인도네시아

숨겨진
보석같은 곳에서
허니문을 꿈꾸다

허니문을 떠나는 신혼부부들에게 손꼽히는
여행지 발리.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많은 사
람이 다녀간 유명한 발리지만, 그곳에 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경험해본 마치 보석처럼
귀하게 숨겨진 곳이 있다. 발리에서 경비행
기나 보트를 타고 숨바와 해변 사람의 손길
이 적은 완벽한 낙원 모요섬의 아만와나가
그곳이다. 세기의 셀러브리티들은 이 아만
와나를 최고의 허니문 장소로 꼽는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제공 아만와나 www.aman.com/resorts/amanw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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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요섬에 유일하게 자리한 텐트 리조트
주변에 누가 있는지 모를 정도의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아만와나의 큰 두
가지 특징은 자연 친화적인 고급스러운 텐트와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

1 플로레스해를 바라보고 있는 오
션 뷰 텐트. 텐트형 리조트인 아만
와나엔 오션뷰와 정글뷰 텐트로
나뉜다.

길 수 있는 환경이다. 명칭은 텐트지만 반짝반짝 빛이 나는 나무 바닥에 넓은 욕

2 텐트 내부 모습. 명칭은 텐트지
만 우아한 침실, 넓은 욕실은 여느

실, 우아한 침실은 여느 초호화 리조트보다 훌륭하다. 거기에 창문 밖으로 보이는

초호화 리조트보다 훌륭하다.

눈이 맑은 사슴과 원숭이들이 한가로이 노는 모습은 지상낙원을 연출한다.

3 스피드보트, 2개의 선체가 이어
진 쌍동선, 소형보트 등을 타고 아
만와나 주변의 섬과 해변을 탐험
하는 세일링 체험.
4 아만와나에서는 계단식 석회암
으로 이루어진 베리 폭포, 박쥐동
굴 등을 탐험하는 트레킹을 할 수
있다.

2

1

3

언제라도 이용이 가능한 룸서비스로 종일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조건
이지만, 정글이나 바다 텐트 밖의 풍경은 그냥 두고 보기에는 너무나 유혹적이다.
크루즈를 타고 나가 즐기는 낚시,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은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준다. 정글을 향한 폭포나 박쥐동굴 탐험,
해안절벽을 따라가는 자전거 트레킹, 코모도왕도마뱀을 보러 가는 짧은 섬 여행은
기분 좋은 흥분을 안겨준다.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경관 속에 자리 잡은 신혼부부들의 낙원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
는 어떤 액티비티도 가능한 특별한 아만와나에서의 허니문에서는 특히 그늘진 타
마린느 나무 아래서의 크리스털 소금 스크러브 전신 트리트먼트와 마사지를 특히
권한다. 그리고 ‘평화로운 숲’이라는 뜻의 아만나와에서 잔잔한 바다 위로 붉게 내
려앉은 석양을 배경으로 타오르는 불빛을 보며 행복을 이야기하는 캠프파이어 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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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허니문의 완벽한 에필로그를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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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Choice

Amanpulo
Philippines

KALPAK이 제안하는
[허니문] 청정의 섬, 파말리칸 아만풀로 5일
출발 매주 일, 월
일정 인천-마닐라-파말리칸 아일랜드(4)-마닐라-인천
가격 ₩4,090,000~
문의 02.726.57060

아만풀로
필리핀

모든 것을 갖춘
천상의
허니문을 맞다
필리핀 팔라완의 서쪽, 섬 자체가 하나의 리
조트인 아만풀로는 무인도처럼 아무도 없
는 듯 조용하다. 그러나 조용히, 둘만의 달
콤한 허니문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는 그
들이 필요한 것을 넘어 생각지도 못한 것까
지 모든 것이 갖춰진 천국보다 더 천국같은
곳이다. 특히 KALPAK을 통해 이용할 경우
리조트 60분 마사지 1회, 중식 1회(6월 30
일까지)와 함께 60분 스파 트리트먼트 1회,

Kawayan바에서 칵테일(10월 12일까지)이
제공된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제공 아만풀로 www.aman.com/resorts/amanp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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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지만 청정한 자연으로 가득한 아만풀로 파말리칸 해변
즐겁지만 다소 소란스러운 결혼식을 치르고 아만풀로에 도착해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것은 잔잔히 치는 파도나 바람, 새 소리 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누구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는 고요함이다. 4.9km에 이르는 넓고 긴 백사장을 한없이 걸어
봐도 자연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 외엔 만나는 이가 없다. 이 큰 섬을 둘만의 허
니문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평화만이 이곳에 가득하다.

1 저녁의 클럽 하우스 레스토랑. 섬의 유기
농 식재료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의 특색있
는 요리를 즐길 수 있다.
2 힐사이드, 트리톱, 해변가에 위치한 카시
타 내부. 각 카시타에는 섬을 이동하기에
편리한 버기카가 제공된다.
3 다양한 해양스포츠가 가능한 아만풀로.
스탠드업패들, 카약, 윈드서핑, 스쿠버다이
빙 등을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며 체험할 수
있다.
4 대나무로 만들어져 물 위로 떠다니는 카
와얀 바.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하다 쉬면서
칵테일을 즐길 수 있고, 부부만을 위한 피
크닉이나 디너 바비큐도 가능하다.
2
1

3

4

아만풀로는 조용한 둘만의 허니문을 갖고 싶거나 활동적인 것이라면 모든 액티비
티를 하고 싶은 활발한 신혼부부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카시
타와 빌라를 모두 합쳐 섬 전체를 통틀어 50여 개밖에 되지 않아 아만풀로는 그
자체로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또 해변이나 외딴 동굴, 언덕 등에서 둘만
즐길 수 있는 피크닉이나 필리핀 바비큐 파티 등 프라이빗한 다이닝은 글자 그대로
‘둘만의’ 허니문을 실현시켜 준다.

새끼상어와 바다거북이 수영하는 바다, 빛나는 별로 가득한 천상의 허니문
바닷물로 한참이나 걸어 들어가도 완만한 경사와 잔잔한 파도는 글자그대로 평화
롭기만 하다. 얕은 바다엔 귀여운 새끼 상어들이 다니고, 카약이나 패들을 타고 바
다로 나가면 바다거북이 반겨준다. 바다와 하늘이 물드는 일몰 때 즐기는 크루즈는
낭만을 더한다. 밤하늘을 가득히 수놓는 별들을 천문망원경으로 관찰하며 별들
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만풀로에서의 허니문은 달콤하게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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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KALPAK
COLLECTION

Collections of 2017 SUMMER

KALPAK Collection

삶이 다르면
여행도
달라야 합니다

KALPAK 여행이란?
진정한 여행다운 여행을 제공해드리고자 1995년 대한항공에 의해 탄생한 KALPAK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 문의 : 02) 726-5704, 5705, 5710 / 날짜별로 요금 상이

(KAL + PACKAGE)은 현재 한진관광 VIP 전담부서인 KALPAK을 통해 고객 여
러분께 특화된 고품격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을 지나오는 동안
KALPAK은 세계 럭셔리 여행시장을 선도하는 최상급 호텔 그룹과 업무 공조를 통
해 경쟁력 있는 가격과 최적화된 조건으로 검증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VIP 고객님들께 인정받고 있습니다. KALPAK은 특화된 품질의 여
행상품 외에도 고객님의 취향과 감성에 맞춘 다양한 테마여행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
발 판매함으로써 고객님들의 예술적 필요까지 충족시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ALPAK과 함께 더욱 즐겁고 편안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ROYAL COLLECTION
아름다운 자유여행의 시작
VIP 고객들만을 위한 KALPAK의 맞춤형
여행, Royal Collection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 726. 5800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7

1. 여행 문의

서비스 조건 :

급 등 일반적인 여행 관련 정보를 확

호텔, 식사, 가이드, 운송 등 여행 중 서비스 내용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경우, KALPAK의 담당직원에게 연락주시

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면 불편사항을 바로 처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조건이 다르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3. 견적서 등 상품 콘텐츠 확인 후
여행 진행 여부 확정

4. 예약금 입금 및 여권 사본 제출
5. 여행 안내문 발송
여행 관련 항공, 호텔, 차량 및 가이드

6. 해피콜 진행
여행 종료 후 3일 이내에 고객님의
여행 관련 만족도를 여쭤보는 해피콜
을 실시합니다.

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언덕’이라는 뜻의 아만킬라 리조트는 프라이빗
비치가 마련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고 조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 평화롭고 아름

프 코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푸껫 반얀트리에서 KALPAK만의 특별

다운 전경을 자랑합니다. 당신만을 위한 휴가, 당신만을 위한 서비스, 최고의 휴

한 혜택을 누려세요.

양지를 KALPAK에서 만나보세요.

• 일정 인천-푸껫(3)-기내(1)

• 가격 ₩1,710,000 ~

• 출발 매일

• 일정 인천-발리(3)-기내(1)

• 가격 ₩2,800,000 ~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보증제에 의거해 배상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 종료 후의 문제 제기는 현
지 확인 절차로 인해 처리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KALPAK이 추구하는 여행
1. 세계적인 명성의 럭셔리 호텔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여행
2. 그 지역만의 문화를 배경으로 품격 있는 레스토랑에서의 현지식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여행
3. 고객님만의 기호를 고려하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일정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행
4. 그 지역 문화에 흠뻑 취할 수 있도록 여유로우면서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된 여행
5. 사회적 수준까지 고려한 여행객 구성으로 단체관광이 좋은 만남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즐거운 여행

[특가] 싱가포르 센토사 카펠라 원베드룸 빌라 자유 5일

다낭 반얀트리 랑코 라군풀빌라 BANYAN TREE LANG CO 자유 5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은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합니다. 또한 여행객들

반얀트리 랑코는 공항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베트남의 중남부 해안에

KALPAK의 약속

에게 젊은 활기와 에너지를 심어주는 해양스포츠를 위한 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해가 굽어보이는 찬메이 지역의 랑코만 인근에 위치하며,

1. 엄선된 최고급 호텔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 숨은 비용이 없습니다.
3. 여행 중 고객님의 동의 없이 어떠한 쇼핑이나 옵션상품도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습니다.
4. 보는 여행이 아닌 느끼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일정을 제공합니다.
5. 서비스보증제와 서비스실명제를 실시하여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킵니다.

어트렉션을 갖고 있어 반전매력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에서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인 후에, 호이안 및 미손과도 인접합니다. 영화

고급스러움이 재탄생 되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카펠라 호텔에서 이 모

로운 고대 베튼마 왕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된 반얀트리 랑코에서, 찬란했

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던 이 지역의 문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등 주요 진행사항 확정 후 안내문과
자료 등을 발송해드립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여행잡지 ‘Conde Nast
Traveller’의 독자가 꼽은 가장 우수한 스파 및 아름다운 라군 경치를 자랑하는 골

KALPAK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고 3억 원까지 보상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보

한 출발일, 여행기간, 항공 및 호텔 등

3일 이내에 안내해드립니다.

발리 동쪽 롬복 해협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세계적인 럭셔리 리조트 아만킬라

해외 여행자 보험 :
험약관에 의거해 신속한 보상 처리를 약속합니다.

여행 일정 및 견적은 상담 후

안다만의 조용한 석호로 둘러싸인 반얀트리 푸켓은 태국의 우아한 건축 양식과

KALPAK의 여행 안내

선호하는 여행지 혹은 여행상품에 관

2. 여행 일정 및 견적

[늦은 체크아웃] 발리 아만킬라 AMANKILA 자유 5일

• 출발 매일

대한항공빌딩 6층 KALPAK팀

Royal Collection 견적 및 예약 절차

[늦은 체크아웃] 푸껫 반얀트리 BANYAN TREE 자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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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매일

• 일정 인천-싱가포르3)-기내(1)

• 가격 ₩1,900,000 ~

• 출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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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인천-다낭(3)-기내(1)

• 가격 ₩1,670,000 ~

JAPAN

일본 문의 : 02-726-5707, 5708, 5710 / 날짜별로 요금 상이

GUAM & OCEANIA

괌, 대양주 문의 : 02-726-5714, 5715 / 날짜별로 요금 상이

오키나와 THE BUSENA TERRACE 자유 4일

[프레스티지 탑승] 홋카이도 타키노야 료칸 자유 3일

[2인 출발] 호주 시드니, 골드코스트 6일

괌 두짓타니 DUSIT THANI 자유 5일

파란 하늘과 바다, 태양이 넘치는 남쪽 낙원 오키나와 섬 북부에 위치한 곳으로

단 30실 규모의 홋카이도의 최고급 온천 타키노야 료칸에서 가이세키 요리의

골드코스트에서는 헬기로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고 호주 테마파크를 돌아본

투몬비치에 자리한 두짓타니 괌은 전통 타이 양식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설계되

자연과의 조화를 컨셉으로 빛과 바람이 넘치는 오픈에어 시설을 기초로 자연

맛과 서비스, 그리고 객실과 노천 온천에서의 프라이빗한 온천을 경험할 수 있

후 팔라조 베르사체 스위트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시드니에서는 아름다운 전

어 기존 괌 호텔과 다른 리조트 스타일의 럭셔리 호텔입니다. 30층 클럽 라운지

과의 일체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에메랄드 빛

는 상품입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더욱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망과 서비스로 명성이 높은 Park Hyatt 오페라하우스 전망 객실을 이용합니다.

에서는 Continental Breakfast, 해피아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 외 10개의 스

• 출발 매주 토
• 일정 인천-기내(1)-브리즈번-골드코스트(2)-시드니(2)-인천
• 가격 ₩8,300,000 ~

파 트리트먼트룸, 키즈클럽 등 휴식을 위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휴식과 관광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 출발 매일

• 일정 인천-오키나와(3)-인천

• 가격 ₩1,800,000 ~

• 출발 매일
• 일정 인천-신치토세-노보리베츠(2)-신치토세-인천
• 가격 ₩2,200,000 ~

CHINA

중국 문의 : 02-726-5702, 5709, 5715 / 날짜별로 요금 상이

• 출발 매일

LATIN AMERICA

• 일정 인천-괌(4)-인천

• 가격 ₩1,700,000 ~

아프리카,중남미 문의 : 02-726-5704 / 날짜별로 요금 상이

멕시코 + 쿠바 기행 11일

[SEMI*KALPAK] [프레스티지 탑승] 중남미 일주 4개국 13일

상하이 페닌슐라 THE PENINSULA 자유 3일

홍콩 포시즌 FOUR SEASONS 자유 3일

아시아의 가장 스타일리쉬한 도시, 상하이의 클래식한 건물의 대표적인 랜드 마

홍콩섬에 위치한 세계적 럭셔리 호텔 체인인 포시즌 호텔을 이용하며 홍콩의 다

크로 아름다운 huangpu강이 내려다 보이는 페닌슐라 호텔은 우아하며 세련된

양한 매력을 개인일정으로 즐기실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입니다. 호텔에 도착하

다. 미스테리한 고대 잉카 문명이 살아숨쉬는 페루의 마추피추까지 잉카, 마야

아름다운 도시 칸쿤에서는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수상스포츠와 함께 편안안 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푸틴 등 각국 정상 및 유명인사가 방문하는 최고급 호텔

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포시즌만의 탑 클래스를 위한 고급 서비스를 받으며 동양

문명을 한눈에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양을 즐기십시오. KALPAK은 경험과 배려로 고객의 편안함을 지향합니다.

페닌슐라 상하이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의 진주 홍콩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출발 매일

• 출발 매일

• 출발 매주 수 • 일정 인천-로스앤젤레스-멕시코시티(1)-칸쿤(2)-리마(1)-우루밤바
(2)-리마(1)-이과수(2)-리오데자네이로(1)-아틀란타(경유)-인천 • 가격 ₩26,600,000~

• 출발 6월 23일, 7월 21일, 8월 25일 • 일정 인천-로스엔젤레스-멕시코시티(2)-아바
나-바라데로(2)-아바나(2)-칸쿤(2)-LA경유-인천
• 가격 ₩17,900,000 ~

• 일정 인천-상하이(2)-인천

• 가격 ₩8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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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인천-홍콩(2)-인천

• 가격 ₩1,160,000 ~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도시 칸쿤에서는 고대 마야 문명과 휴양을, 그리고 세계 3

멕시코는 스페인 식민지의 영향으로 스페인풍의 독특한 문화와 함께 고대 마야

대 폭포 중 하나인 이과수 폭포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즐기실 수 있습니

문명이 남긴 태양의 신전 등 고대의 유적 등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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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 & HAWAII

미주/하와이 문의 : 02-726-5715 / 날짜별로 요금 상이

EUROPE

유럽 문의 : 02-726-5703, 5709 / 날짜별로 요금 상이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교수와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
<합스부르크 왕가의 향수> 9일

[전문가 동행] 잘츠부르크 & 베로나 음악축제 11일

[GOLF 2회] 오아후 포시즌 FOUR SEASONS 6일

[프레스티지 탑승] 라나이 포시즌, 오아후 포시즌 자유 6일

1989년에 오픈된 오아후 최고 골프 코스로 알려진 코올리나는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멋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 1990년 테드

하와이 다도해의 중심에 위치한 라나이 섬은 장엄한 해안과 고지대 숲으로 이루
어진 깨끗하기로 소문난 천연자원의 파라다이스입니다. 하얀 모래와 자갈들로

로빈손에 의해 설계되어 오아후 섬 PGA, LPGA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활

이루어진 한적한 바닷가와 용암으로 이루어진 바위들과 크리스털 같이 투명한

기찬 하와이 섬 오아후에서 18홀 골프 라운딩과 함께 만끽해 보십시오.

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 출발 매일
• 일정 인천-호놀룰루/코올리나(4)-호놀룰루/기내(1)
• 가격 ₩5,000,000 ~

• 출발 매주 금
• 일정 인천-호놀룰루(경유)-라나이(2)-코올리나(2)-호놀룰루/
기내(1)
• 가격 ₩4,700,000 ~

[프레스티지 탑승] 아치스 국립공원, 소렐 자유 7일

[전세기-프레스티지석 이용 7일] 에메랄드 호수빛,

대한항공 국제선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해 더욱 편안하며 럭셔리 리조트에 숙박

로키 페어몬트 호텔에서 만나다

하게 되는 고급 자유여행 상품입니다. 모압/아치스 국립공원 내 최고급 롯지에

에메랄드빛 호수를 품은 Fairmont Chateau Lake Louise, 야생의 순수한 자연을

투숙하시면서, 리조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통해

느끼실수 있는 Fairmont Jasper Park Lodge, 로키 산맥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셔리 세느강 유람선 투어와 TGV 1등석, 로마-스위스 구간 항공편을 배치해 안락

대한항공 직항편과 고품격 호텔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편리한 여행을 만들어드

더욱 풍성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Fairmont Banff Springs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수 있습니다.

한 여행으로 구성했습니다.

리고 있습니다.

• 출발 매주 월

• 출발 8월 2일, 8월 7일(단 2회)

• 출발 매주 화, 목, 토

• 출발 매주 월, 수, 금 • 일정 인천-밀라노(2)-베로나-베네치아(1)-피렌체(2)-산지미
냐노-시에나-나폴리/폼페이/소렌토-티볼리-로마(3)-기내(1) • 가격 ₩12,900,000 ~

• 일정 인천-로스앤젤레스/솔트레이크시티(1)-모압/아치스
국립공원(3)-솔트레이크시티/로스앤젤레스-기내(2)
• 가격 ₩8,500,000 ~

• 일정 인천-캘거리/레이크루이스(2)아이스필드/재스퍼(1)-밴프(2)-캘거리-기내(1)
• 가격 ₩14,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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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역사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베로나 오페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

유럽의 제일 명문가로 신성 로마제국의 칭호를 받았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역사

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음악 전문가 유정우 박사의 풍성한 음악적 해설이 곁

가 시작되었던 스위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를 거쳐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

들여진 유럽 클래식의 본고장에서 즐기는 <아이다>와 <토스카> 등의 관람은

동군연합이었던 헝가리에 이어 체코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이원복 교수의 재

KALPAK의 섬세한 서비스와 함께 더욱 특별한 여름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미있고 유익한 문화 해설이 여행의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 출발 8월 11일(단 1회)

• 출발 8월 5일(단 1회)

• 일정 취리히(1)-생갈렌-인스부르크(1)-잘츠부르크(2)린츠/비엔나(2)-부다페스트(1)-프라하(경유)-기내(1)
• 가격 ₩15,900,000 ~

인스부르크/베로나(2)-밀라노(1)-기내(1)-인천

[4인 출발] 서유럽 4개국 9일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영국)

[4인 출발] 중세도시 탐방, 이탈리아 중북부 일주 10일

서유럽을 한번에 보실 수 있는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베르사이유, 스위스 인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꽃의 도시로 불리는 피렌체는 영화 같은 사랑을 만날 것

터라켄과 루체른, 이탈리아 로마, 서유럽의 대표적 명소를 관광하시면서 유럽의

같은 아름다운 여행지입니다. 15~16세기 번영의 땅에서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역사와 유적,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음식문화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럭

있는 예술, 건축, 인물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KALPAK은

기내(1)-인천

• 일정 인천-로마(2)-인터라켄(2)-파리(2)-런던(1)• 가격 ₩13,400,000 ~

KALPAK CLASS 95

• 일정 인천-비엔나(2)-잘츠부르크/푸슐(4)• 가격 ₩21,3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