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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빛깔이 빚은 천상의 낙원

뉴칼레도니아
수천 가지 빛깔의 파란 물감을 뿌려 놓은 듯한 바다에 눈부시게 하얀 섬이 신기루처럼 떠 있었다.
사람들은 천사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섬을 거닐었고, 깃털이 하얀 새들은 소금을 흩뿌린 듯
섬과 바다와 하늘을 오갔다. 천국이 이런 모습일까. 남태평양의 섬인 뉴칼레도니아에는 이렇듯
천국 같은 풍경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천사의 미소를 짓는
카낙 원주민과 프랑스인이 조화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글·사진 임동근 기자, 협찬 뉴칼레도니아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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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뉴칼레도니아의 바다는 빛깔이 다채롭다.
수도 누메아(Noum a) 앞바다는 푸른빛과 초록빛을 띠고, 일데팽(Ile des Pins) 주변은
수천 가지 파란색과 흰색이며, 부라이(Bourail) 인근은 파스텔 톤 푸른빛에
구멍이 숭숭 뚫린 바위가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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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뉴칼레도니아의 시리도록 투명한 바다는 매혹적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마저도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그 푸른 물에
뛰어들곤 한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가식의 외투를 벗어던지고 천진난만한
동심으로 돌아가 물놀이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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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빛깔의 바다와
낙원 같은 섬들
이렇게 황홀한 빛깔의 바다가 있을까. 세
상의 물감을 다 모으고 천재 화가를 불러
와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 같은 빛깔이
다. 뉴칼레도니아가 ‘천국에 가장 가까운
섬’이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투명하고
아름다운 바다 때문이다.
1

남태평양은 여행자들의 로망이다. 동남아시아나 인도양의 휴양지와는 느낌이 다르다. 적도를 넘
어서는 먼 거리에 많은 이들이 가 보지 못한 탓일 것 같다. 남태평양의 ‘프렌치 파라다이스(French
Paradise)’로 불리는 뉴칼레도니아는 여행자의 로망을 충족시키기에 그만이다. 고운 빛깔의 바
다와 원시의 자연, 험상궂지만 친절하고 따스한 원주민에 프랑스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는 이상

1 일데팽은 하늘을 향해 솟은 소나무와 환상적이고 투
명한 빛깔의 바다가 매혹적인 곳이다. 2 바다에서는 스탠
드업 패들(Stand up Paddle), 카약, 스노클링 등 다양
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3 오로 자연 수영장에서
독서 삼매경에 빠진 프랑스인 부부.

적인 여행지이다.
뉴칼레도니아의 본섬인 그랑드 테르(Grande Terre) 남동쪽에 위치한 일데팽(Ile des Pins)은 동
쪽 로열티(Royalty) 군도의 우베아(Ouvéa), 리포(Lifou), 마레(Maré)와 함께 바다의 황홀경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일데팽은 ‘소나무 섬’이라는 이름처럼 곧게 뻗은 아라우카리아(Araucaria) 소나무가 섬을 뒤덮고
있다. 아라우카리아는 공룡 출현보다 앞선 2억5천만 년 전에 나타나 지금까지 살아남은 종이다.

2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소나무와 투명한 바다는 일데팽을 상징하는 풍경이다. 여행자들은 비췻빛
바다에서 수영과 카약, 스노클링을 즐기고 해변에 누워 휴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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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노캉위 인근 바다에서 만난 바다거북. 2 노캉위는 일데팽에서 보트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다. 3, 4 노캉위 인근은 스노클링을 하기에 최고의 환경을 갖추
고 있다. 바닷속에서는 알록달록 산호와 열대어는 물론 상어와 주먹만 한 게,
조개 등을 만날 수 있다. 5 노캉위 해변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연인.

3

오로 자연 수영장, 자연이 만든 완벽한 휴식처
일데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오로(Oro) 자연 수영장이다. 르메
르디앙 일데팽 호텔에서 숲길과 수로를 따라 20분 정도 걸으면 나
타나는 둥그런 모양의 천연 수영장으로, 주변으론 소나무들이 도
열해 있고 편안히 쉬기 좋은 해변이 군데군데 자리한다.
산호와 갯바위가 파도를 막아줘 수면이 잔잔하고, 수심도 깊은 곳
이 1m 정도에 불과해 누구나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조
금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자 알록달록 크고 작은 물고기가 주변
4

을 맴돌거나 다리 사이를 지났다. 천연 수족관이 따로 없다.
사람들은 스노클링 장비를 챙겨 수영장 한가운데로 가서 열대어들
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해변에서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며 여
유를 만끽했다.

노캉위, 천국의 물감 쏟아 놓은 무인도
일데팽에서 보트를 타고 남동쪽으로 30여 분을 가자 세상의 온갖
파란 물감을 뿌려 놓은 듯한 바다에 하얗게 떠 있는 섬, 노캉위
(Nokanhui)가 모습을 드러냈다.
폭 20여m, 길이 200여m에 불과하지만, 산호가 부서져 생성된 고
운 해변과 말라 죽은 나무 몇 그루, 하얀 깃털의 새들만 있는 무인

일데팽 오로 베이(Oro Bay)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있다. 천국을 옮겨 놓은 듯한 빛깔의 바다와
수로에서는 수영과 스노클링, 카약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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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풍경에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여행객들은 새하얀 해변을 거
닐거나 물속에 뛰어들며 천사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천국이
있다면 아마도 노캉위의 빛깔과 풍경에 가장 가까울 것 같다는 생
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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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칼레도니아의 바다에서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한없이 투명한 바다에서는 카이트보딩, 윈드서핑, 카약 등에 도전하고,
요트를 타고 먼바다로 나가 섬들을 돌아보거나
스노클링과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다.

누메아 앞바다, 해양 스포츠의 천국
누메아에는 호텔과 리조트가 몰려 있는 앙스바타(Anse Vata), 시트롱(Citrons), 모젤(Moselle) 등
해변이 즐비하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물놀이를 즐기거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한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양 스포츠는 윈드서핑과 카이트보딩이다. 이곳은 바람이 거세지만 산호

누메아 앞바다는 해양 스포츠의 천국이다. 특히 앙
스바타 해변과 오리 섬 사이 바다에서는 카이트보딩
을 비롯해 윈드서핑, 카약, 요트 세일링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초 때문에 파도가 높지 않아 바람을 이용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윈드서핑은 앙스바타 해변과 맞은편 ‘오리 섬(Ile aux Canards)’ 사이 바다에서 많이 한다. 날렵하게
물 위를 미끄러지고 때론 바다를 박차고 뛰어오르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스럽다. 또 늦은
오후 누메아 앞바다에서는 카이트보더들이 바람을 타고 물살을 가르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요트 세일링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아름다운 돛을 단 요트로 주변 섬을 돌아보거나 바다에 정박한
후 스노클링으로 바닷속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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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해 질 무렵이면 누메아 앞바다에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풍경화가 펼쳐진다. 바다는 낮 동안의 투명한 푸른빛을 잃어버리지만,
대신 태양과 구름이 합작한 노을이 사방을 물들이며
여행자의 가슴을 콩닥거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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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멈춰 선
생태계의 엘도라도
뉴칼레도니아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
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자연도감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 동식물이 지천이고, 열대림과 건조림이
뒤섞인 숲은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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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리버 파크, 원시 생태계의 보고
뉴칼레도니아는 약 6천만 년 전 뉴질랜드와 함께 곤드와나
(Gondwana) 대륙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후 오랜 세월 다른 대륙과 격
리됐고 급격한 지각변동이나 기후변화를 겪지 않았다. 이곳 생태계가 유
다르고 공룡 시대와 가장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 까닭이다.
수도 누메아에서 동쪽으로 45㎞ 떨어진 야테(Yaté) 지역의 블루 리버
파크(La Rivière Bleue, Blue River Park)는 아라우카리아, 백단향, 카
오리(Kaori) 등의 나무와 식충식물인 네펜더스(Nepenthes), 날지 못하
는 새 카구(Cagou)와 세계에서 가장 큰 비둘기인 노투(Notou) 등 뉴
칼레도니아에만 있는 희귀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공원의
절반 정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 있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은 호수에 반쯤 잠긴 니아울리(Niaouli) 고
사목이었다. 수력발전용 댐 건설로 죽은 나무들이 처연하면서도 아름다
운 모습을 선사했다. 돌연 비가 쏟아졌다. 안개에 휩싸인 듯한 호수의
풍경이 뿌옇게 흐려지며 몽환적으로 보였다.
블루 리버 파크는 열대림과 건조림이 뒤섞여 있는 곳이다. 이 나무들은
공룡보다 먼저 출현하고 더 오래 살아남아 공룡 영화나 다큐멘터리의 단
골 촬영지가 되고 있다. 특히 아라우카리아는 전 세계에 19종이 있는데
1

그중 13종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또 카오리 나무는 아라우카리아가
더운 지방에 적응하며 잎이 넓적해진 수종으로 수령 1천 년이 넘은 아름

1 블루 리버 파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 2 날지 못하는 새 ‘카
구’가 숲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3 뉴칼레도니아는 토양에 니켈을 비롯한 다양
한 광물이 함유돼 있어 식생이 유다르다. 4 블루 리버 파크에서는 지구상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희귀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드리가 지천이다. 공원에서 마주친 수령 1천 년의 카오리 나무는 높이가
40m, 둘레가 2.7m에 달하기도 했다. 이곳에는 수령이 4천500년이나
되는 카오리 나무도 있다고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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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리버 파크는 희귀 동식물의 보고이다. 방문객들은 공원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원시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한다.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인 뉴칼레도니아의 색다른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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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사라메아는 쿼드바이크, 승마, 트레킹으로 돌아보는 것이 좋다. 계곡을 지나
고 산을 오르내리며 바라보는 초록빛 산야, 울창한 숲은 뉴칼레도니아가 섬이라
는 사실을 완전히 잊게 만든다.

사라메아, 초록빛 산과 초원이 있는 액티비티 천국
누메아에서 북서쪽으로 자동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사라메아(Sarraméa)는 뉴칼
레도니아 사람들이 주말을 보내기 위해 찾아드는 휴양지이다.
나무가 울창한 초록빛 산과 누런 소가 풀을 뜯는 드넓은 초원, 물이 세차게 흐르는 계곡
등 이곳이 뉴칼레도니아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안가 여행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
기를 풍겼다. 19세기에는 생산량은 적지만 독특한 맛과 향기로 유명한 뉴칼레도니아 커
피의 주요 생산지이기도 했다.
사라메아의 진면목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쿼드바이크나 승마, 트레킹으로 주변 산을 올
라야 한다. 쿼드바이크에 탑승해 농촌 같은 마을을 지났다. 원주민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눈이 마주칠 때마다 손을 들어 화답하고 미소를 건넸다.
자동차가 거의 없어 한가한 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얕은 개울을 건너자 이내
오르막이 이어지고 주변은 온통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바뀌었다. 하늘을 가릴 듯 우거진
숲을 통과하고 바위를 타 넘으며 한참을 달리자 어느덧 발아래로 초록빛 신세계가 펼쳐
1

졌다. 산과 초원이 다양한 초록빛을 연출, 또 다른 내륙의 바다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날개 달린 단거리 육상 선수 ‘카구’
블루 리버 파크의 또 다른 볼거리는 카구다. 천적이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는 기능이
퇴화됐다는 비운의 새이다. 뉴칼레도니아에 개와 고양이가 유입되며 개체 수가 줄어들었고 지
금은 400여 마리가 살아가고 있다.
숲 속에 숨어 있는 카구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방법은 있었다. 가이드가 개
짖는 듯한 카구의 울음소리를 녹음한 CD를 틀고 확성기로 내보내자 청회색 깃털의 카구 세 마
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카구는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쏜살같이 뛰어 지났다.
블루 리버 파크의 식생에 특이한 점은 동물이 조류를 빼고는 없다는 사실이다. 니켈을 비롯한
광물이 잔뜩 함유된 토양 때문이다. 나무도 잎사귀를 만져보면 플라스틱처럼 딱딱하다. 초식동
물이 뜯어 먹을 수 없는 나뭇잎은 먹이로 전혀 의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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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테(Yat ) 호수는 1959년 높이 45m, 길이 641m의 댐이 완공되며 생긴 인공 호수다.
물속에 반쯤 잠긴 니아울리 고사목 때문에 ‘물에 잠긴 숲’이라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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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의 풍경은 비가 내리는 때나 갠 직후에 가장 아름답다. 수면에서 하얀
물안개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며 몽환적이고 그윽한 풍경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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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 ht
Ivory
뉴칼레도니아에 깃든
프랑스 스타일

2

뉴칼레도니아 인구의 40%가 살고 있는 누메아는
프랑스인 죄수들이 건설한 도시이다. 그들은 고향
에서 멀리 떨어진 고립무원의 섬에 유럽풍의 건물을
지었고, 많은 이들이 남아 정착했다.

3

1

4
1 1897년에 건축된 고딕 양식의 생 조셉 성당 외관. 이곳 종탑에서는 매일 정오에 1.5t이나 되는 거대한 종이 울린다. 2, 3, 4 생 조셉 성당은 뉴칼레도
니아 가톨릭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다. 밝은 회색빛의 단정하면서도 위엄 있는 외관과 정교한 조각상은 경건하고 엄숙한 느낌을 전한다.

뉴칼레도니아는 1774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처음 유럽에 알려졌다. 쿡 선장이 도착했을 때 섬은 고향인 스코틀
랜드를 떠올리게 했다고 한다. 그는 섬의 명칭을 스코틀랜드의 로마시대 이름인 ‘칼레도니아’에서 따와 ‘뉴칼레도니아’로 명명했다.
그러나 정작 이 섬은 1853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군대에 점령됐다. 점령지를 프랑스처럼 만드는 과업은 프랑스인 죄수와 매춘
부, 강제 추방자에게 맡겨졌다. 1864년부터 22년간 75회에 걸쳐 2만1천여 명이 실려 왔고, 그들은 항구와 도시를 건설했다.
누메아의 F.O.L 전망대나 우엔토로 언덕(Le Mont Ouen Toro)에서는 옛 프랑스인이 건설한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F.O.L 전망대에 오르자 생 조셉 성당(Cathédrale Saint-Joseph)의 종탑 너머로 모젤 항과 시내 중심가가 펼쳐졌다. 인구 대비 세
계 최대의 요트 보유 지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항구에는 요트가 엄청나게 정박해 있고, 잔잔한 바다와 방파제, 성당과 건물은 유
럽에서나 볼 수 있는 항구도시를 떠올렸다.
전망대 아래에 있는 생 조셉 성당으로 이동했다. 1887년부터 10년에 걸쳐 완성된 뉴칼레도니아 가톨릭의 총본산으로 가장 프랑
스적인 건물 중 하나다. 높이 25m의 종탑에서는 매일 정오에 1.5t이나 되는 거대한 종이 울린다고 한다. 내부에는 파이프 604개
로 설계된 파이프오르간과 1912년 제작된 시계가 있고, 성당 건물 옆에는 잔다르크의 동상이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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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원주민 문화가 혼재하는 아침시장
모젤 항 뒤편에 있는 아침시장(Le Marché de Nouméa)은 다양한 물건이 거래되는 흥미로운 곳이다. 푸른색 육각 지붕의 실
내에서는 주로 탐스런 과일과 신선한 채소, 생선과 고기, 군침이 돌게 하는 빵, 치즈, 와인, 장신구 등이, 야외의 천막에서는 화
려한 색상의 의류와 가방, 원주민이 생산한 토산품과 기념품 등이 판매된다.
프랑스 음식인 치즈와 와인, 크루아상과 바게트가 뉴칼레도니아 원주민의 주식인 타로(Talo), 참마 등과 함께 거래된다. 원주
민, 유럽인, 관광객이 뒤섞여 흥정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흥미로운 볼거리이다.
시장 주변에는 카페와 빵집들이 운집해 있어 요기도 할 수 있다. 주말이면 카페 주변에서 무료로 음악 연주회나 공연 등이 펼
쳐지기도 한다. 시장은 매일 오전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열리고, 셋째 주 월요일은 쉰다.
이밖에도 누메아 거리에서는 프랑스어 표지판과 간판을 흔하게 볼 수 있고, 곳곳에 프랑스 국기가 휘날려 프랑스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우엔토로 언덕, 신식민지 스타일 고급 주택 즐비
누메아 남쪽 끝자락의 우엔토로 언덕도 유럽풍의 건축물을 볼 수 있는 필수 방문지이다.
우선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호텔이 즐비한 낭만적인 앙스바타 해변과 주변의 푸른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아름다운 바
다를 배경으로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날며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정상에는 커다란 대포가 서쪽
을 향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제작됐지만 비거리가 짧아 사용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관광객들은 앙스바타 해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곤 했다.
언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알록달록한 지붕을 얹은 고급 주택들을 볼 수 있다. 현대식의 건물들 사이사이에는 상아색과

1
1 누메아 아침시장은 현지인과 관광객이 뒤섞여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다. 프랑스를 떠올리게 하는 상품과 원주민이 만든 토산품이 함께 판매돼 뉴칼레
도니아의 혼재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2, 3, 4 실내에서는 식료품이, 바깥에서는 기념품과 옷, 가방 등이 판매된다.

흰색 벽면의 유럽풍 집들이 끼어 있다. 바로 옛날 죄수들이 건축한 고급 주택이다.
한편 누메아 시내 중심에는 시민들의 휴식처인 유럽식
의 코코티에(Cocotiers) 광장이 자리한다. 이 광장에

2

3

4

는 야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매년 1~2월에는
열매가 새빨갛게 돋아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관
광객들이 방문한다. 특히 광장 한쪽에는 1893년 프랑
스 조각가 마호가 만든 높이 8m의 셀레스테
(Céleste) 분수가 우아함을 뽐내고 있다. 주변에는 특
산품점과 쇼핑센터, 식당과 카페가 즐비하다. 매주 목
요일 오후에는 멜라네시아 원주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작은 공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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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데팽 쿠토 해변에서 관광객을 위해 공연을 펼치고
있는 카낙 원주민들.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살고 있
는 카낙은 화려한 전통 의상인 포피네를 입고, 흙벽
에 초가 지붕을 얹은 전통 가옥 카즈에서 생활한다.

뉴칼레도니아의 원주민인 카낙의 첫인상은 무섭다. 우람하고 큰 코에 광대뼈가 돌출되고 눈빛이
매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서로 인사를 하고 얼굴에 비친 미소를 본다면 그들의 마음이 누구
보다 따스하다는 사실을 이내 알 수 있다.
카낙은 3천 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이들로, 지금도 뉴칼레도니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
다. 누메아에 사는 원주민은 현대적인 삶을 영위하지만 다른 지역 원주민들은 색깔과 문양이 화
사한 전통 의상인 포피네(Popinée)를 입고, 흙벽을 높게 세우고 초가지붕을 얹은 전통 가옥 카
즈(Case)에서 지내기도 한다. 카낙 부족의 숫자는 28개에 달하고 사용하는 방언도 각기 다르다
고 한다.
뉴칼레도니아를 여행할 때는 카낙을 흔하게 만날 수 있다. 호텔이나 식당의 종업원으로, 섬 관광
가이드로 만날 수 있고, 해변이나 길거리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조우하게 된다. 눈이 마주치면
그들은 손을 번쩍 들어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넨다.
어떤 여행자들은 원주민 전통 가옥인 카즈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한다. 카즈는 허리를 굽혀야
할 정도로 입구가 낮고 좁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서면 천장이 높아 전혀 불편하지 않다. 입구가 이
렇게 좁은 이유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혀 예의를 표하게 하기 위함
이라고 한다.

우락부락하지만 마음은 따스한 원주민 카낙

이런 카낙의 역사와 문화는 누메아 도심 동쪽에 위치한 치바우(Tjibaou) 문화센터에서 자세하게

카낙(Kanak) 원주민은 ‘미소 천사’로 불린다. 그렇다고 천사 같은 얼굴을 기대한다면 틀렸다. ‘험상궂다’ 라는 표현이
꼭 맞다. 그들에게 미소가 없었다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지 모른다.

는 카낙의 조각, 회화, 공예품과 역사를 알려주는 사진이 전시돼 있고, 야외에는 북부, 남부, 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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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탈리아 건축 거장 렌조 피아노가 디자인한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한 곳으로 실내에
티 군도의 가옥들을 재현해 놓았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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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Hotel & Resort

뉴칼레도니아는 호주 동부 해안에서 1천500㎞ 떨어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석호를 비롯해 전 영토의 60% 이상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연평균 기온이 20~28도로 온화해
‘영원한 봄(Forever Spring)의 섬’으로 불린다.

3 쿠토ㆍ카누메라 해변
일데팽 남서쪽에는 곱고 하얀 모래가 깔린 쿠토(Kuto) 해변이 있다. 백사장의 길이
는 4㎞에 달하고 앞바다는 수천 가지 파란색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한편
바로 옆의 카누메라(Kanumera) 해변은 모래톱이 커다란 바위까지 이어져 해변 두
개가 형성된 곳으로, 수심이 낮고 아늑해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기 좋다.

가는 법

통화, 환전

4 마그리트 다리

퍼시픽 프랑(XPF, 1유로=119.33XPF<고정 환율

누메아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회(수ㆍ일요일) 운항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오전 10

>)을 사용한다. 통투타 국제공항 환전소에서 한화

2시간 거리의 라 포아(La Foa)

시 30분에 출발해 누메아에 오후 10시 5분에 도착

를 퍼시픽 프랑으로 곧바로 환전할 수 있으며, 수수

에는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브

하고, 복항편은 밤 12시 10분에 출발해 아침 8시

료는 750XPF이다. 대개는 한국에서 유로나 달러로

에펠이 디자인한 철제의 마그

5분에 도착한다. 비행 시간은 약 9시간 30분이다.

환전 후 뉴칼레도니아에서 다시 한 번 퍼시픽 프랑

리트(Marguerite) 다리가 있다.

한국인 승무원이 탑승하고, 한국어 자막이나 더빙

으로 바꾼다. 퍼시픽 프랑은 한국에서 환전이 되지

에펠의 두 제자에 의해 프랑스

영화도 볼 수 있다. 뉴칼레도니아의 관문인 통투타

않고, 공항에서 한화로 환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

파리에서 제작돼 이곳으로 옮겨

(Tontouta) 국제공항에서 누메아 도심까지는 40분

기 때문에 유로나 달러를 가져가 조금씩 환전해 사

져 조립됐는데, 당시 뉴칼레도니아 총독 부인의 이름을 따서 마그리트로 명명됐다.

정도 걸린다.

용하는 것이 좋다. 퍼시픽 프랑이 남지 않게 사용하

초록색으로 페인트칠 되어 주변 풍경과 잘 어울린다.

공항에서 시내로 갈 때는 순환버스나 택시를 이용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빠르다.

(Vestiges du Bagne)가 있다. 1871년 프랑스 파
리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세운 프롤레타리아 자치

한다. 순환버스는 1인당 3천 퍼시픽 프랑이며, 한

정부 파리코뮌이 붕괴되고, 수많은 이들이 체포됐

국에서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하도록 한다. 짐이

다. 주요 정치범은 이곳에 수감돼 생을 마감했다.

많고 일행이 4명 이상이라면 택시를 이용하도록 한
다. 요금은 시내까지 약 1만 퍼시픽 프랑이다.
시내버스는 초록, 파랑, 분홍 등 색깔별로 노선이
구분돼 있다. 대부분의 버스는 코코티에 광장을 거

있다. 10회권은 1천850퍼시픽 프랑이다.

점 등을 갖추고 있다. www.lemeridien-noumea.com

르메르디앙 일데팽
일데팽의 유일한 5성급 호텔이다. 객
실 전체가 소나무 숲과 야자나무 숲
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오로 베
이의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객실 39실은 대부분 방갈로로 디자
인됐으며, 수영장과 스파가 마련돼
있다. 오로 자연 풀장과 도보로 20
분 거리이며, 호텔 앞바다에서 스노

5 몽도르 약수터

클링과 카약, 수영 등을 즐길 수 있
다. www.iledespins.lemeridien.com

몽도르(Mont-Dore)는 누메아에서 남쪽으로
25㎞ 떨어진 마을이다. 몽도르는 ‘황금의 산’이
란 뜻으로 철 성분이 함유된 토양 때문에 이런

에바종 사라메아

이름이 붙었다. 이곳 플룸(Plum) 샘은 불순물이

초록빛 자연과 맑은 계곡으로 유명한 사라메아의 3성급 호텔로 숲 안쪽의 계

없고 깨끗하기로 유명해 많은 시민들이 물통을

곡 옆에 자리해 상쾌한 느낌을 준다. 독립적인 방갈로 형태의 객실이 특징이

대부분의 호텔과 리조트에서는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들고와 담아간다. 인근에는 생수 공장이 있는데

며, 레스토랑과 수영장, 사우나가 있다. www.hotel-evasion.com

이용할 수 있으나 속도가 조금 느리고 자주 끊긴다.

생수 제조 과정을 직접 볼 수도 있다.

인터넷과 와이파이

친다. 승차권은 광장(1회권 190퍼시픽 프랑)매표
소나 버스 기사(210퍼시픽 프랑)를 통해 구입할 수

호텔이다. 선실을 형상화한 건물 두 개에 전용 발코니가 있는 객실 245실이

1 귀향자 수용소
일데팽에는 정치범 3천여 명을 수용했던 수용소

현지 교통

누메아 최고의 앙스바타 해변 끝자락에 자리 잡은 누메아에서 유일한 5성급
있다. 레스토랑 두 곳과 바, 수영장, 체련장, 웨딩 채플, 카지노, 연회장, 면세

둘러볼 만한 곳

에어칼린이 인천-누메아를 잇는 직항 노선을 주 2

도록 한다.

르메르디앙 누메아

6 쿠니
전기

일데팽의 아름다운 바다를 감

220V 정격 전압으로 한국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야

수 있다.

외 레스토랑으로 바닷가재가
유명하다. 일데팽 오로 베이에

전화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해 거는 것이 저렴하다. 전화

팁과 예절

2 생 모리스 기념비

서 자란 바닷가재를 이용하는

일데팽에 가톨릭을 처음 전파한 선교사인 생 모리

데 맛이 담백하고 고소해 입맛
에 잘 맞는다.

카드는 우체국, 서점, 잡화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

팁은 없다. 카지노나 일부 레스토랑은 지나치게 간

스(St-Maurice)를 기념하기 위해 그가 처음으로

다. 한국으로 전화를 걸 때는 ‘00-82-0을 뺀 국내

편한 복장이나 샌들로는 입장할 수 없다. 원주민이

발을 내디뎠던 장소에 세워졌다. 기념비 주변에

바닷가재를 먹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종종 문을 열지 않는 경

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나 가옥 사진을 찍을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한다.

일데팽 부족을 형상화한 조각물이 서 있다.

우가 있기 때문에 예약을 했어도 찾아가려는 날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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