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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ME
서호주 브룸
천국 같은 풍경 속을 거닐다
태양이 인도양의 검은 수평선 아래로 떨어져 내리자 세상은 온통 황홀한 붉은 빛깔로
채색됐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선명하게 남기며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
는 낙타들의 행렬과 레저용 의자에 앉아 와인을 음미하는 여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바
다 한가운데 떠 있는 흰 돛의 범선까지 어디에 눈길을 돌려도 브룸에서는 한 폭의 근사
한 풍경화를 목도할 수 있다.
글·사진 임동근 기자 협찬 서호주정부관광청, 캐세이패시픽항공

Exclusive

지상 최고의 해넘이가 펼쳐지는 서호주 브룸의 케이블비치(Cable Beach). 해변을 따라 낙타들이 길게 늘어서 걸음을 느릿느릿 옮긴다. 태양과 바다와 하늘
과 낙타는 그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진한 풍경을 가슴 속에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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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룸, 이방인 유혹하는
신비로운 반도
서호주 북부의 브룸(Broome)은 호주에서도 손꼽히는‘꿈의 휴양지’이다. 시선
을 빼앗는 해안 풍경과 흥미로운 진주조개 잡이의 역사, 아기자기한 도심 등 어
느 것 하나 여행자의 흥취를 돋우지 않는 게 없다.

브룸은‘아웃백’이라 불리는 호주 대자연의 관문인 서호
주 북부 킴벌리(Kimberly) 지역 댐피어(Dampier) 반도 남서쪽 끝의 혹처
럼 튀어나온 작은 반도에 자리하고 있다.
여행자들은 외계 행성의 풍경 같은 웅장한 사암지대인 벙글벙글(Bungle
중화사상의 발로인지 중중화사상의 발로인지
중중화의 발로인 사랑은 유별나다. 거의

Bungle)이나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선사하는 케이프레베끄
(Cape Leveque)를 방문하기 위해 이곳을 거친다. 그래서 1만5천여 명의
브룸 주민보다 더 많은 여행자들이 매년 이곳에 찾아와 머물곤 한다.
그러나 브룸은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곳이 아니다. 여행자들의 눈을 멀게

1

1, 2, 3 케이블비치는 풍경에 매료된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브룸 최
고의 명소이다. 4 케이블비치 남서쪽 끝의 갠테움포인트는 기암의 붉은색과 인도
양과 하늘의 푸른빛이 대비되며 환상적인 풍광을 전하는 곳이다.

하고 마음을 붙잡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평화로움과 안식, 다양한 즐거

서호주 북부의 중심지 브룸은 대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경유하는 여행지이다. 그러나 이곳의 이국적인 해안
풍경과 황홀한 해넘이는 관광객들의 눈을 빼앗고, 발걸음을 붙잡는다.

움이 존재한다. 브룸의 진면목은 튤립이 만개한 듯한 모양의 해안선을 따
라 이어져 있다.
푸른 하늘과 초록빛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바오밥나무와 해 질 녘이면
넓게 펼쳐진 해변을 따라 길게 줄서서 거니는 낙타의 무리, 자연의 아름다
움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 등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가슴
속을 낭만으로 가득 채운다.
눈길 닿는 곳마다 비경 천지
브룸에서도 여행자들이 최고로 손꼽는 곳은 케이블비치(Cable Beach). 그
러나 한낮의 케이블비치는 드넓은 해변에 인적마저 뜸해 조금 황량한 느
낌을 전한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낮에는 도심을 걸어서 돌아보거나, 택시

2

3

를 타고 해변 명소를 찾아나서는 것이 좋다.
케이블비치 남서쪽 끝의 갠테움포인트(Gantheaume Point)는 붉은색의 기
암이 푸른 인도양과 어울리며 환상적인 풍광을 전하는 곳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양옆으로 말뚝이 박힌 진입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면 파도
와 시간이 함께 빚은 붉은 빛깔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위 해변 입
구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자리하고 있다. 파도
가 들이치는 바닷가 바위에 찍힌 공룡 발자국을
그대로 본떠놓은 것이다.
층층 바위와 칼날 바위를 지나 바닷가
로 걸어 내려가자 햇빛을 받은 인도
양이 은빛으로 반짝인다. 평평한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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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의 햇살이 케이블비치 앞바다의 수면을 반사시키며 이국적인 풍광을 전하고 있다. 연인들은 한적한
해변을 거닐며 둘만의 여유로운 산책을 즐긴다.

1
1, 2 케이블비치 클럽 리조트는 브룸 유일의 리조트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브룸의 중심지인 타운센터는 식당과 카페, 바, 숍이 들어선 흥미로운 곳이다.

에는 밀려왔던 파도의 흔적이 웅덩이에 남았다. 바위에 물을 뿌리자 말라 있던 바위에
선명한 붉은색과 노란색 빛깔이 드러났다.
반도의 동쪽인 타운센터(Town Centre) 남쪽의 타운비치(Town Beach)는 브룸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활 모양의 모래사장으로는 잔잔한 파도가 들이치고, 한쪽에는 바
오밥나무가 자태를 드러내며 이국적인 풍광을 선사한다. 방파제에서는 바닷물에 낚싯
대를 담그며 시간을 낚는 강태공들도 볼 수 있다.
아기자기한 즐거움, 타운센터
타운센터는 브룸의 중심가로 식당과 카페, 바, 숍 등이 들어선 곳이다. 시야를 가로막는
높은 건물은 찾아볼 수 없고, 낮고 아담한 목조 건물들이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다. 눈을
2
3

휘둥그렇게 하는 풍경도 없고, 편안한 발길을 거스르는 자동차도 없어 여행자들의 발걸
음은 가볍기만 하다.
붉은색 패루를 제외하면 중국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차이나타운을 지나고, 옷가게와
해변용품점, 기념품점, 사진 갤러리 등 예쁜 장소들을 순례하듯 드나들고, 마음에 드는
카페에 들러 시원한 맥주나 구수한 커피 한 잔을 홀짝이다 보면 이방인도 자연스레 브룸
의 일부가 되어간다.
타운센터에서 결코 놓치면 안될 곳은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야외 극장
인‘선 픽처스(Sun Pictures)’이다. 시간의 때가 덕지덕지한 영화관의 외관 벽면에는 오
래된 영화 포스터와 최신의 포스터가 함께 걸려 시간의 간극을 느끼게 한다.
내부에는 천으로 만든 허름한 좌석과 커다란 스크린이 달려 있다. 90년 전에 사용했던
35㎜ 영사기와 설립 당시의 사진들,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매표소 등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1926년 문을 연 영화관에서는 지금도 밤이면 영화가 상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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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비치, 지상 최고의 해넘이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 되자 사륜 구동차들이 케이블비치를 띄
엄띄엄 채워 나갔다. 사람들은 차에 기대서거나, 간이의자에 앉기
도 하고, 때론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태양과 바다와 하늘이 합작한
지상 최고의 쇼를 감상한다.
원반을 쫓아가며 밀려드는 파도를 넘는 개와 쾌속 보트의 뒤를 따
라 물살을 가르는 웨이크보드, 수평선 멀리 떠 있는 범선 등 해변
의 모든 것들은‘노을’을 주제로 한‘자연’감독 영화의 출연자들
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노을 장면의 주인공은 단연 낙타이다. 관광객
을 실은 수십 마리는 될 듯한 낙타들은 한 줄로 해변을 거닐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황홀한 광경과 실루엣을 연출한다.
낙타에 올라타고 바라보는 노을이 낭만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 장면을 위한 소품이기도 하다
는 사실을 아는 걸까?
세계 곳곳에서 가슴을‘쿵쾅’거리게 하는 황홀한 노을을 봤다. 나
미브 사막의 모래언덕 45, 미얀마 바간(Bagan)의 거대한 불탑 꼭
대기, 이집트의 시나이(Sinai) 산 정상, 미국 애리조나 주의 모뉴먼
트밸리(Monument Valley) 등 어느 곳 하나 가슴 속을 헤집지 않았
던 풍경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감동은 자꾸만 되살아나 불
현듯 뇌리를 채우곤 했다. 그리고 이곳 케이블비치에서 평생 기억
될 또 하나의 해넘이를 눈과 가슴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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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주의 열기 씻어내는
수제 맥주

진주조개 잡이의
발자취를 찾아서

브룸의 마쏘 양조장은 수제 맥주와 식사,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세상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다양한 맛의 맥주를 마셔볼 수 있다. 브룸 방문객들이 꼭 한 번은 들르는 명소이다.
브룸은 예부터 고급 진주의 산지로 곳
곳에는 목숨을 걸고 진주조개를 채취했
던 이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1880년대부터 브룸은 진주조개 잡이로 유명했다. 일본인, 중국인, 말레이
시아인들은 진주를 채취하기 위해 무거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
어들었다. 브룸 곳곳에는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진주조개 잡이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다.

호주를 대표하는 맥주는‘포스터스(Foster’
s)’를 비

있다. 각기 다른 맛의 맥주를 들이켤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도 시시

롯해 빅토리아 주의‘VB(Victoria Bitter)’
, 퀸즐랜드 주의‘포엑스(XX

각각 변화한다. 맥주의 맛도 좋지만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의 표정

XX)’이다. 이들 맥주는 호주 여행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흔히 맛

이 더 재미있는 곳이다.

1914년 전까지 브룸은 전 세계 진주조개의 80%를 공

이후 배를 타고 양식장으로 향해 가면 바다 속에서 좋은 품질의 보

볼 수 있는 세계인의 맥주이다. 브룸에는 이런 흔한 맛의 맥주가 아

이곳에서는 이런 특별한 맥주 이외에‘힛 더 토드 프리미엄 라거(Hit

급하는 자연산 진주의 산지였다. 진주조개 잡이 배는 400척이나 됐

석으로 상품화되어가는 진주들을 직접 볼 수 있다. 진주 양식에 관

닌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맥주가 있다.

The Toad Premium Lager)’
,‘몬수널 블론드 위트 비어(Monso

고 인구가 급증해 브룸의 인구는 지금의 세 배가량인 4만 명을 헤아

심이 없다면 주변 풍광을 감상하며 보트 크루즈를 즐겨도 좋다. 비

타운센터 중심에서 남쪽으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자리한 마쏘 양조

onal Blonde Wheat Beer)’
,‘스모키 비숍 다크 라거(Smokey Bis

렸다. 현재 브룸의 진주는 전 세계 공급량의 2%를 차지하고 있으나,

췻빛 바다와 초록 빛깔이 선명한 맹그로브 숲이 이국적인 풍광을

장(Matso’
s Brewery)은 독특한 맛의 수제 맥주를 선보이고 있다. 점

hop Dark Lager)’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던 훌륭한 맛의 맥주들

고급 진주 시장에서는 80%를 차지할 만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선보이며, 아름다움을 전하기 때문이다.

심과 저녁 무렵 이곳은 특별한 즐거움을 찾는 여행자들로 붐빈다.

도 맛볼 수 있다.

차이나타운 인근에 자리한‘진주잡이(Pearl Luggers)’는 진주와 관

관광객들은 양식장 보트 투어가 끝난 뒤 진주 전시장으로 향한다.

한낮 햇살이 따가운 점심 무렵 양조장을 방문했다. 내부로 들어서

이곳에서 수제 맥주나 와인과 함께 내는 샌드위치, 피시앤칩스(Fish

련된 브룸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 전시관에서는 옛날

전시장에는 예쁜 보석으로 다시 태어난 진주들이 진열돼 있다. 여

면‘ㄷ’자 형의 바가 마련돼 있고, 바 너머에서는 종업원들이 손님

and Chips), 파스타, 포크커틀릿 등은 오전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주조개 잡이들이 사용하던 잠수복과 채취 용구, 진주를 담는 함

행사의 동남아시아 패키지여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쇼핑 일정과

들에게 맥주를 따라주느라 손놀림이 분주하다. 관광객들은 바에 둘

즐길 수 있다.

등을 볼 수 있다. 전시관을 둘러보기 전에 상영되는 영상물을 보면

비슷하다. 관심 있는 관광객들은 진주를 구입하지만, 그렇지 않다

러서서 손바닥만 한 시음

당시 진주조개 잡이들의 힘들었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야외에는

면 바깥에 마련된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거나

용 글라스에 담긴 맥주를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다

들이켜며 미소를 짓는다.

당시 이용하던 진주잡이 배도 전시돼 있다.
브룸 북쪽 외곽의 윌리 크리크(Willie Creek) 진주 양

른 점이다.

이곳에서는 혀를 톡 쏘는

식장은 진주가 어떻게 양식돼 아름다운 보석으

진주조개 잡이와 관련된 또 다른 곳은 브룸의 중간

생강 맛 맥주를 비롯해 입

로 변신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다. 양식장에

쯤에 자리한 일본인 공동묘지(Japanese Cemetery)

안을 불이 난 듯 얼얼하게

도착하면 안내인이 조개 속에 들어 있는 다양한 실

이다. 이곳에는 옛날 바다 속으로 들어가 진주조개를

만드는 칠리 맥주, 달콤

제 진주들을 보여주고, 좋은 진주와 나쁜 진주의

채취하다 목숨을 잃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

시큼한 망고 맥주 등 다채

차이점을 설명한다.

인 잠수부들이 잠들어 있다.

로운 맛의 맥주를 맛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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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쏘 양조장은 독특한 맛의 품질 좋은 수제 맥주와 함께 파스타, 피시앤칩스 등 다양한 음식
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Exclusive

ry

Galle

ry

해피버드 갤러리

해피버드 갤러리는 일본계 예술가 히로미 애슐
린 씨가 접은 종이학과 일본 전통종이인 와지
로 만든 공예품과 장신구로 꾸민 미술관이다.

서호주 북부의 자연,
문화, 원주민을 담다

Galle
몬순

몬순 미술관(Monsoon Gallery)은 자그마한 기념품점처럼 작지만 서호주
북부의 자연과 문화, 원주민들의 모습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서호주 북부 최고의 관광 자원은 역시 자연이다. 이
곳은 아름다운 해변과 이국적인 해안 지형, 드넓게 펼쳐진 인도양과
외계 행성 같은 지형을 가진 벙글벙글 등을 품고 있다. 반면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대륙이어서 문화와 전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브룸에는 서호주 북부의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킨 공간들이

종이학을 타고
종이 예술 세계로 훨훨〜
해피버드(Happy Bird) 갤러리는 수많은 종이학을 이용한 예술작품과 일본의 전통 종이인 와지(和
紙)를 이용한 각종 공예품과 예쁜 장신구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많다. 시내 곳곳에 자리한 작은 갤러리들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서
호주 북부의 아름다움을 담은 그림이나 사진 작품들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타운센터 바로 남쪽의 해안 도로변에 위치한 몬순 미술관은 브룸을
대표하는 미술관이다. 서호주 북부의 아름다운 자연을 화폭에 담
고, 조각으로 승화시킨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지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미술관은 1915년 건축된 오래된 목조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겉에서 보기에는 작고 허름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전시 작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로 들어서자 깔끔하

고 사각형 틀 내부에 다양한 빛깔의 종이학들을 빼곡하게 담아 앞뒤에서 모

품들에 곧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내부는 옛 건물을 그대로 이용

고 화사한 갤러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군데군데 설치된 밝

두 감상할 수 있다. 입체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해 어떤 곳은 지붕이 낮고 가파르고, 또 다른 곳은 지붕이 머리에 닿

은 조명이 흰색 벽면에 전시된 작품들을 비추고 있다. 전시

벽에는 커다란 캔버스를 종이학으로 빼곡하게 채운 작품들이 걸려 있다.

을 듯 내려와 있으며, 상대적으로 벽면은 높이가 낮다. 이 미술관은

작품의 공통된 소재는 종이학이다. 이곳에서는 사랑을 전하

흰색 종이학들이 캔버스를 가득 채우며 중심을 향해 나선형을 이루고 있는

이렇듯 특이한 구조를 활용해 작품들을 채우고 있다.

는 도구인 종이학이 예술작품으로 승화되고 있었다. 이곳에

작품이 있는가 하면, 종이학들이 길게 띠를 그리며 반원형으로 날아가기도

작품들은 대부분 서호주 북부의 바다와 해변, 지형에서 흔히 볼 수

전시된 종이학을 모두 합치면 족히 수만 마리는 될 듯하다.

하고, 회색 종이학 무리 사이에 새빨간 종이학으로 포인트를 준 작품도 볼

있는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선명한 색상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갤러리 중앙에 자리한, 다양한 색깔의 종이학을 실로 이어

수 있다.

놓은 작품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캔버스를 사용하지 않

갤러리는 일본계 히로미 애슐린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종이학을 이용

과 짙푸른 인도양, 해변을 거니는

한 작품 이외에 일본의 전통종이인 와지를 이용한 각종 공예품과 장신구도

낙타의 무리, 가로 줄무늬가 선명

진열돼 있다. 조그만 사각형이나 원형 종이에 화사한 꽃을 그려 넣은 목걸

한 벙글벙글의 바위산, 눈부시게

이와 귀걸이, 세련된 모양의 휴대전화 고리 등을 볼 수 있고, 와지 공예품을

새하얀 해변을 따라 화려한 붉

작은 액자 속에 담아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구현한 것들도 만날 수 있다.

은빛 바위가 늘어선 케이프레

히로미 애슐린 씨는“종이학은 가족과 친구의 건강과 행복, 행운을 기원하

베끄, 배불뚝이 바오밥나무, 애

는 의미에서 접는 것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종이학의 이런 기

버리진과 천진난만한 어린이

운을 전하기 위해 갤러리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들, 동식물 등을 화폭에 담은

해피버드 갤러리에서는 종이학과 와지 공예를 이용한 소품 판매는 물론 히

인상적인 작품들을 감상할 수

로미 애슐린 씨의 종이학 접기 시범도 선보인다.

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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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순 미술관에서는 서호주 북부의 자연과 문화, 원주민을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볼 수 있다.

붉게 타들어가는 케이블비치의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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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미술

I n f o r m a t i o n

환율 및 환전, 팁
환율은 3월 중순 현재 1호주달러가 약 1천50원이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비글베이(Beagle Bay)

롬바디나(Lombadina)

에 대한 환율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호주달러에 대한 환율

브룸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위치

케이프레베끄 인근의 애버리진 마

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지난해 원화의 환율이 폭등할 때도 호주달러 대비

한 애버리진 마을이다. 작은 집들과 상

을이다. 커다란 열대 식물이 무성

환율은 많이 오르지 않았고, 이후에도 크게 변동이 없는 편이다. 팁은 특별한

점, 창고가 있는 평범한 시골 마을로 원

한 시골 마을로 원주민들의 생활

경우가 아니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들도 현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마을에는 원

있어 조금 실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의 독특한 그림이 들어간 장

비자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눈부시게 하얀

식품과 목조각품, 그릇 등을 판매

호주 여행에는 관광비자가 있어야 한다. 전자 비자(ETA)로 여행사 상품이나

벽면의 교회는 방문할 만하다. 1918년

하는 기념품점과 작은 교회, 학교,

항공권을 구입하면 비자가 자동 발급되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건축된 교회로 겉모습이 아름답고 내

상점 등이 들어서 있다.

현지 입국 심사 시 비자 관련 정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여행사나

부는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빛이 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비자 확인 서류를 지참하도록 한다. 이 서류를 여권에

은하게 스며들어 편안한 기분이 든다.

원암 포인트(One Arm Point)

붙이거나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예수상 및 성모자상 주변, 제단은 진주

브룸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바닷가로 이곳에는 해양

조개로 장식돼 모자이크화 같은 느낌

생물 부화장(Aquaculture Hatchery)이 자리하고 있다. 천막 아래에 놓인 커다

이 난다.

란 수조에는 바다거북을 비롯해 물고기, 조개류, 해삼 등이 담겨 있다. 서호주

킴벌리 지역 명소
벙글벙글(Bungle Bungle)

북부 바다에 있는 해양생물의 생태에 관한 흥미로운 설명을 들으며 돌아볼
서호주 북부의 동쪽 끝자락

수 있다.

에 자리한 푸눌룰루 국립공원
(Purnululu National Park)의 다
브룸은 서호주 북부 킴벌리에 위치한 인구 약 1만5천 명의 작은 도시지만 이

른 이름으로 노랑과 검정 줄

국적인 해안 풍경을 전하는 케이프레베끄와 일명‘벙글벙글’로 불리는 푸눌

무늬가 층층이 쌓인 둥그런

룰루(Purnululu) 국립공원으로 가는 관문 도시로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

봉우리가 셀 수 없이 솟아 있

는 곳이다. 이곳에는 황홀한 해넘이를 선사하는 케이블비치와 진주잡이의 흔

는 특이한 지형이다. 여행자

적을 엿볼 수 있는 장소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야외 극장, 차이나타운, 미술

들은 국립공원에 도착하면 봉

관 등 여행자를 매료시키는 다채로운 공간들이 자리해 있다.

우리들 사이의 협곡을 트레킹
으로 돌아볼 수 있다. 트레킹

기후, 시차

코스는 가파른 계곡과 메마른

킴벌리 지역 여행은 건기인 5~10월이 가장 좋다. 이때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평지가 반복되며 이어지는데

하늘이 대지와 인도양을 뒤덮은 풍경을 볼 수 있으며, 최고 기온은 평균 20도

도중에 호주 원주민인 애버

중반부터 30대 초반 정도이고 밤에는 10도 정도를 유지한다. 나머지 6개월은

리진의 바위 벽화도 볼 수 있

우기로 비가 자주 내리지는 않지만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곤 한다. 한국과

다. 특히 성당 계곡(Cathedral

의 시차는 서호주가 1시간 늦다.

Gorge) 끝에 위치한 성당 동굴은 웅장하면서도 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벙글벙글까지는 브룸에서 경비행기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하늘에서 보는
풍경이 장관이다.

브룸 최고의 휴양리조트,
케이블비치 클럽 리조트(Cable Beach Club Resort)
케이블비치에 자리한 브룸 최고의 숙박시설이자 단 하나뿐인 리조트이다. 스튜
디오, 방갈로, 빌라, 스위트 등 다양한 종류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어린이가 이

케이프레베끄(Cape Leveque)
브룸 북쪽 300㎞ 지점에 위치한 해변으

용할 수 있는 가족 수영장과 성인 전용 수영장이 따로 마련돼 있다. 시원하게 펼
쳐지는 인도양의 풍경을 감상하며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로 새하얀 해변을 따라 붉은빛 바위산이

‘선셋 바 & 그릴’, 호주의 담수어인 배러먼디

늘어선 이국적인 풍경을 전하는 곳이다.

(barramundi)를 이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클

인근 해변에는 관목이 무성한 숲에 그늘

럽 레스토랑’, 태국 요리 전문인‘타이 펄(Thai

막과 탈의실, 샤워시설이 마련돼 있다. 관

Pearl)’등 고급 식당도 있다. 무엇보다도 케이블

광객들은 해변에서 산책을 즐기고, 모래

비치의 환상적인 노을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사장에 누워 책을 읽거나 일광욕을 한다.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또 파도가 넘실대는 에메랄드빛 바다에

www.cablebeachclub.com

뛰어들어 수영과 스노클링을 즐긴다. 때
묻지 않은 원시의 해변에서 한가로운 시
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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