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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Routes for 
Switzerland Travel

최고의 경관으로 떠나는 특급열차 여행
여행자에게 스위스는 작지만 옹골찬 나라다. 국토 전역이 진귀한 볼거리로 가득 차 있다. 거대한 알프스산맥이 

웅장함을 뽐내고, 푸른 보석 같은 호수가 산재한다.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와 지역별로 확연히 다른 문화도 

인상적이다. 화수분 같은 매력에 어느 곳을 먼저 가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이러한 고민은 특급열차가 

다니는 익스프레스(Express) 구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동 자체가 여행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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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고 편안한 여행의 동반자, 스위스 패스

세계적인 관광 대국인 스위스는 세계 경제 포럼이 발간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지

수’에서 수년간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 지수는 관광과 관련된 항목을 

73개로 나눠 각각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평가 항목 중에는 철도, 

도로, 육상 교통의 네트워크도 있다. 지난해 스위스는 철도와 육상 교통의 네트

워크에서 1위, 도로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스위스의 면적은 남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만1천여㎢이다. 남북 길이는 

220㎞, 동서 길이는 350㎞이다. 그런데 전국에 깔려 있는 선로는 5천223㎞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의 철로 길이는 약 3천600㎞이다. 스위스의 철도 교통망

이 훨씬 조밀하게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워낙 촘촘하게 기찻길이 나 있어서 특

별히 ‘거점’이라고 부를 만한 장소도 없다. 취리히(Zürich), 루체른(Luzern), 베

른(Bern) 등 웬만한 도시에서는 동서남북 각지로 편하게 향할 수 있다.

워낙 철도 교통이 발달돼 있다 보니 이용객도 많다. 지난해 국제철도연합이 발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의 1인당 철도 주행 거리가 가장 길었다. 스위스 

사람들은 연간 2천274㎞를 기차로 이동해 1천912㎞의 일본인을 크게 제쳤다. 

스위스 철도는 노선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청결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스위스를 처음 여행하는 사람도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다.

대중교통에는 기차 외에 선박과 버스도 있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 스위스에는 

호수가 1천400여 개나 있다. 호수를 오가는 배는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훌륭

한 경치를 볼 수 있는 유람선 역할을 한다. 스위스에서 운행되는 버스 노선의 길

이는 선로의 세 배가 넘는 1만8천713㎞이다. 열차와 버스를 타

고 내리는 정류장은 모두 2만5천여 개다. 산술적으로 1.6㎢ 공

간에 정류소가 하나씩 세워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스위스의 지

형이 대부분 산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밀도는 

훨씬 높을 듯싶다.

그래서 스위스 국영 교통망 통합 운영 체계인 스위스 트래블 시

스템(Swiss Travel System)은 여행자에게 ‘열차, 버스, 배로 

스위스를 발견하라’고 조언한다. 누구나 대중교통만으로 여행

할 수 있는 시설이 충실히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출시 

25주년을 맞은 ‘스위스 패스’는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이 개별여

행자를 위해 만든 최고의 상품이다. 

스위스 패스의 효용 가치는 대단하다. 정해진 기간에 티켓 한 

장만으로 주요한 철도, 버스, 선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75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시내 전차와 버스를 탈 수 있으며, 

박물관 470여 곳에서 무료입장이 허용된다. 산악열차와 케이

블카 중 상당수는 50% 할인된 가격에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

다. 부모가 동반하는 만 16세 이하 자녀 한 명은 무료라는 점도 

특징이다.

스위스 패스는 1등석과 2등석으로 나뉘며, 유효 기간은 4일, 8

일, 15일, 22일, 1개월이다. 가격은 만 27세 이상 성인 기준으

로 4일권 1등석이 435스위스프랑, 2등석이 272스위스프랑이

다. 1개월 내에 3~6일의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스 

플렉시(Flexi) 패스’도 있다. 플렉시 패스의 가격은 스위스 패스

보다 조금 더 비싸다.

한 도시에 장기 체류하는 여행자에게 적합한 상품도 있다. 한 

달 안에 국경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한 차례 다녀올 수 있는 

‘스위스 트랜스퍼 티켓’(Swiss Transfer Ticket), 스위스 트랜

스퍼 티켓에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 산하의 기차와 버스 50% 

할인 혜택이 추가된 ‘스위스 카드’(Swiss Card)다. 성인 1등석 

기준으로 스위스 트랜스퍼 티켓은 222스위스프랑, 스위스 카

드는 282스위스프랑이다.

스위스 패스를 갖고 있으면 열차, 버스, 선박, 시내 전차 등을 마음껏 탈 수 있다. 다만 

특급열차를 포함한 익스프레스 노선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약간의 추가 비용이 든다. 

예약은 익스프레스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의 웹사이트나 기차역에서 하면 된다.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은 지난해 스위스 패스의 
판매량이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한국의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78.8%를 
기록했다. 스위스를 1주일 이상 개별적으로 
돌아보는 한국인이 급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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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Pass Line

1

•레장(Leysin) 

•라보(Lavaux) 

•몽트뢰(Montreux)

•브베(Vevey)

레만(Leman) 호라고도 불리는 제네바(Geneva) 호는 밤하늘의 

별처럼 흩어져 있는 스위스 호수 중 가장 넓다.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호수에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자리한다. 그중 몽트뢰와 브베는 유명 인사의 휴양지이자 예술의 

기운이 넘쳐흐르는 장소다. 몽트뢰에서 출발하는 골든 패스 

라인은 세계 최초의 ‘파노라마 열차’다. 객차의 가장 앞쪽이 

기관사가 아닌 여행자의 공간이다. 삼면이 통유리로 마감된 

좌석에 앉으면 압도적인 비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골든 

패스는 츠바이지멘(Zweisimmen), 인터라켄(Interlaken)을 거쳐 

루체른까지 계속되지만, 백미는 몽트뢰에서 츠바이지멘 사이의 

구간이다. 차창을 통해 그림 같은 제네바 호와 알프스산맥을 

감상할 수 있다. 며칠간 제네바 호수 지역을 돌아본 뒤 골든 

패스를 타고 이동하면 훌륭한 일정이 완성된다.

노선 몽트뢰 - 츠바이지멘 - 인터라켄 - 루체른

길이 210㎞   표고 차 879m   총 소요 시간 약 5시간 10분

이동 수단 골든 패스 파노라믹 / 클래식, 루체른 인터라켄 익스프레스

브베에서의 하루를 요약하면 ‘평화’다. 잔잔한 제네바 호수처럼 

일상이 고요하게 흘러간다. 오후나절이 되면 의자가 놓인 

호숫가에는 책을 읽고, 나들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안정감과 여유로 가득한 풍경에 심신의 긴장이 풀어진다.

52  201410  

▶Traveller's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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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장에서 망망한 호수를 굽어보다

올해 스위스정부관광청이 여행자에게 제안하는 열쇳말은 ‘경관’(Views)이다. 스위스는 해발 4천m가 넘는 산봉이 48개에 달하

는 나라다. 남쪽에는 유럽의 지붕인 알프스산맥, 북서부에는 쥐라산맥이 버티고 있다. 어디서든 눈을 돌려보면 여기도 산, 저기

도 산이다. 봉우리를 오르는 방법도 다양하다. 정밀하고 꼼꼼한 사람들이 건설한 약 670개의 산악철도가 깔려 있다. 기차에 탑

승하면 창문 너머로 탄성을 자아내는 절경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절정은 기다림의 끝에 오는 법이다. 산악열차가 종점

에 이르는 순간, 그토록 매혹적이던 풍경이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비현실적이지만 또렷한 별세계가 눈앞에 구현된다.

물론 제네바 호수 주변에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많다. 알프스산맥과 쥐라산맥의 접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알프스의 산소’로 불리는 레장이다. 16세기 초반에 생겨난 작은 마을로 햇볕이 잘 들고 날씨가 온화해 과

거에는 결핵 환자의 요양지로 정평이 났다. 1950년대 세계적인 체인 리조트인 클럽메드가 개장한 뒤 친환경 여행지이자 휴양

지로 자리매김했고, 유명한 호텔 학교도 들어섰다. 

레장의 파노라마 체험 무대는 리프트가 운행되는 해발 2천48m의 베르뇌즈(Berneuse)다. 산세에 둘러싸인 제네바 호수가 내

려다보이고, 알프스의 최고봉인 몽블랑을 비롯해 마터호른, 아이거 등이 시야에 들어오는 천혜의 전망대다. 멋진 경치는 쿠클

로스(Kuklos) 레스토랑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1시간 15분을 주기로 바닥이 회전해 식사를 하는 동안 사방의 광경이 비친다. 

베르뇌즈에서 내려갈 때는 걷는 것도 괜찮다. 산책로가 잘 정비돼 있어서 운동화만 준비하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레장을 방문하려면 먼저 에글(Aigle)로 이동해야 한다. 몽트뢰에서 에글까지는 열차로 10분 걸린다. 에글 역 앞에서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레장이다. 수려한 경치가 보이는 베르뇌즈의 쿠클로스 레스토랑은 신재생에너지로 동력을 얻는다. 

Lake
Geneva
Region

첩첩한 산이 만들어낸 골짜기에 넓은 초원이 들어앉았다. 
눈과 가슴이 시원해지는 풍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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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태양이 낳은 와인

레장에서 제네바 호를 조망한 뒤에는 도시와 마을

을 천천히 순례해야 한다. 그런데 몽트뢰에서 로잔

(Lausanne)에 이르는 지역에는 유독 포도밭이 많

다. 비탈진 대지에 성인의 허리춤에 닿을 만한 포도

나무가 정연하게 식재돼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라보’다.

사실 라보는 경사가 심하고 토질이 좋지 않아 농사

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이곳에 포도밭을 

만든 사람은 가톨릭 사제와 수녀였다. 이들은 11

세기부터 산사태를 막기 위해 돌로 벽을 쌓고, 토

지를 고르게 해 나무를 심었다. 그 결과 호숫가에 

서울 여의도보다 넓은 포도밭이 조성됐고,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 경관이 태어났다.

라보 사람들은 흔히 세 개의 태양이 포도를 숙성시

킨다고 말한다. 남쪽에서 햇빛이 비추고, 호수에 

반사된 태양빛도 포도밭을 어루만진다. 마지막은 

낮에 데워진 석벽이 밤에 내뿜는 온기다. 덕분에 야

간에도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 탐스러운 열

매가 맺힌다. 퀴이(Cully)나 에페스(Epesses) 같

은 작은 마을에 들르면 맛있는 라보 와인을 마셔

볼 수 있다.

라보의 포도밭은 인간의 공력과 집념이 탄생시킨 풍경이다. 
현재 라보에서 와인을 빚는 농가는 200곳에 달하며, 대부분 샤슬라 
품종으로 화이트와인을 양조한다. 라보의 와인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 
스위스에서만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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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몽트뢰를 선택한 이유

제네바 호수 지역 중에서도 몽트뢰와 브베는 ‘몽트뢰 리비

에라(Riviera)’로 일컬어진다. 리비에라는 본래 프랑스 남

동부에서 이탈리아 북서부에 이르는 해안 지역을 의미한

다. 니스와 칸, 라스페치아 같은 휴양도시가 리비에라에 

속한다. 남쪽으로 바다와 면하고, 북쪽에는 산이 있어서 

겨울철에도 그리 춥지 않다. 몽트뢰 리비에라의 지형도 이

와 매우 흡사하다. 단지 바다 대신 호수가 있을 뿐이다.

몽트뢰 리비에라는 19세기 초반에 휴양지로 부상했다. 

이전에도 프랑스의 사상가인 루소와 영국의 시인인 바이

런이 들르기는 했지만 대중적인 명소는 아니었다. 호텔이 

세워지고 철도역이 준공되면서 몽트뢰와 브베로 향하는 

발길이 잦아졌다. 개중에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저명한 인물도 있었다. 그룹 퀸의 보컬인 프레디 머

큐리, 작곡가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여장을 풀었다. 또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찰리 채플린은 1953년 브베로 건너

와 25년 동안 살다 숨을 거뒀다.

실제로 알프스산맥에 포근하게 안긴 호수를 바라보면 그들의 결

정이 옳았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몽트뢰와 브베가 아름다운 풍

경만으로 인기 여행지가 된 것은 아니다. 거리에 스며 있는 자유롭

고 풍요로운 분위기도 한몫했다. 부유한 사람들의 휴식처로 거듭

나면서 이방인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됐다. 그래서 몽트

뢰와 브베에서는 유별나지 않지만 특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브베는 애니타 브루크너가 1984년 내놓은 소설인 ‘호텔 뒤라크’에

서 런던에 사는 여자 주인공이 일상을 벗어나 찾아온 장소다. 그는 

브베에 대해 “인간의 복잡한 사고를 정복할 정도로 안정된 곳”이

라고 평한다. 사실 브베와 몽트뢰는 대도시에 비해 무료할 정도로 

평온하다. 호숫가의 벤치에 앉아 있으면 백조의 날갯짓과 무시로 

드나드는 연락선이 변화의 전부로 느껴진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점에 은근하게 현혹된다.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과 얼굴을 간질이

는 바람에도 신경을 집중하게 된다.

몽트뢰와 브베는 열차로 5분 거리에 있다. 가깝지만, 인상은 다소 

상이하다. 몽트뢰는 가파른 언덕에 시가지가 형성돼 있고, 브베는 

전반적으로 길이 평탄하다. 호숫가에 늘어선 건물의 면모는 몽트

뢰가 더 화려하다. 반면 브베의 호안은 공원이 많고 보다 개방적이

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여행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

다. 기차로 오가며 주의 깊게 둘러보면 자신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브베의 선착장 앞에는 해변에서나 볼 수 있는 모래밭과 파라솔이 있다. 평화로운 

도시인 브베는 미국에서 추방된 찰리 채플린이 가족과 여생을 보낸 곳이다. 그가 살았던 

곳에 2016년 ‘채플린의 세상’이라는 박물관이 개장할 예정이다. 

몽트뢰에는 카지노와 중세의 유적인 시옹(Chillon) 성이 있다. 

호숫가에는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몽트뢰로 오라”고 했던 

프레디 머큐리의 동상이 있다. 

여름엔 재즈, 겨울엔 크리스마스

몽트뢰에서는 스위스 굴지의 축제와 행사가 여름과 겨울에 

벌어진다. 여름의 재즈 축제, 겨울의 크리스마스 마켓이다. 1967년 

시작된 재즈 축제는 20만여 명이 방문하는 큰 음악회로 성장했다.

재즈뿐만 아니라 블루스, 록,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연주된다. 몽트뢰 크리스마스 마켓은 스위스에서 가장 볼만하다.

샬레 모양의 상점 150여 곳에서 크리스마스 용품과 먹을거리를 

판매한다.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은 11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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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ina 
Express
•생모리츠(St. Moritz) 

•루가노(Lugano) 

•로카르노(Locarno)

122㎞ 길이의 철도가 터널 55개, 다리 196개를 지난다. 산을 

뚫고, 계곡 위에 고가교를 만들어 철로를 완성했다는 증거다. 

베르니나 익스프레스는 인류가 발전시킨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됐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레티셰(Rhätische) 철도가 운영하는 베르니나 

익스프레스 열차는 알불라(Albula) 구간과 베르니나 구간으로 

나뉜다. 알불라 구간에서는 환상적인 구름다리를 통과하는 

짜릿한 경험을 하고, 베르니나 구간에서는 해발 2천253m에 

올라 절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베르니나 구간의 종점은 

이탈리아 티라노(Tirano)로, 도시의 분위기가 색다르다. 

티라노에서는 붉은색 베르니나 익스프레스 버스를 타고 

‘스위스의 작은 이탈리아’인 티치노(Ticino)주로 이동한다. 

노선 쿠르(다보스) - 생모리츠 - 티라노 - 루가노

길이 270㎞   표고 차 1천983m   총 소요 시간 약 7시간 40분

이동 수단 베르니나 익스프레스 열차 / 버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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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리츠의 상징은 태양이다. 한겨울에도 하늘이 쾌청하고 

햇빛이 비치는 날이 많다. 기후가 좋고 온천이 있어서 

부호들의 겨울 휴양지로 명성이 높다. 호숫가에는 고급 

호텔과 리조트, 상가가 늘어서 있다.

▶Traveller's Tip

티라노

루가노

로카르노

생모리츠

다보스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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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티치노의 주도가 벨린초나(Bellinzona)지

만, 1870년 이전에는 벨린초나와 루가노가 6년씩 

번갈아서 주도를 맡았다. 루가노는 정치권력을 

상실한 뒤에도 경제와 문화 면에서는 으뜸이었

다. 현재도 인구가 약 6만 명으로 티치노에서 가

장 많고, 거리와 광장에는 활기가 넘친다.

티치노주가 유다르다고는 하지만, 여타의 스위스 

지역과 비슷한 점도 있다. 맑고 푸른 호수가 도시

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다. 루가노에는 도시명

과 같은 루가노 호수가 있다. 미로처럼 좁고 구불

구불한 골목이 얽혀 있는 구시가는 호수에 붙어 

있다. 시내는 넓지 않아서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걸어서 돌아볼 수 있다.

루가노 여행의 출발점은 치아니(Ciani) 공원이 적

당하다. 형형색색의 고운 꽃과 녹음이 우거진 숲

이 있고, 부드러운 호를 그리는 호수가 한눈에 보

인다. 또 중심에는 다양한 미술품이 전시된 박물

관인 ‘빌라 치아니’가 있다. 공원을 나서면 곧바로 

수변 산책로가 이어진다. 아름드리 가로수와 붉

은색 벤치가 대조를 이루는 길은 낭만적이고 운치 

있다.

건축물 중에서는 성당을 눈여겨볼 만하다. 기차역

에서 구시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산 로렌초

(San Lorenzo) 성당은 루가노의 역사를 대변하

는 상징물이다. 9세기에 지어진 뒤 다양한 건축양

식으로 개축됐다. 호반에 자리한 산타 마리아 델

리 안졸리(Santa Maria degli Angioli) 성당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가 그렸다고 전하는 프

레스코화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 알던 스위스는 잊어라!

국경을 넘지도 않았는데, 달라도 매우 다르다. 스위스 남부에 위치한 티치노는 통일성을 거부하는 

지방이다. 일단 억양이 독특한 이탈리아어를 사용한다.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음식이 맛있

고, ‘젤라토’와 에스프레소를 파는 상점이 많다. 오래된 건물에는 대부분 아치가 떠받치는 회랑이 설

계돼 있다. 날씨도 좋다. 야자수가 자랄 정도로 겨울에도 따뜻하다. 독일 작가인 헤르만 헤세도 티

치노에서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다. 그는 “이곳의 태양은 더 강렬하며, 산은 더 붉다”고 말했다. 

티치노는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어서 전쟁이 자주 발생했다. 스위스 연방에 가

입한 시기도 나폴레옹이 유럽을 호령하던 1803년으로 늦은 편이었다. 자치권을 부여받은 티치노

는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색채를 간직한 유일한 주가 됐다.

루가노는 티치노에서 가장 크고, 스위스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금융 도시다. 구시가에는 세계적인 명품 매장과 

음식점이 즐비하다. 루가노 기차역은 베르니나 

익스프레스 버스의 정류장이기도 하다(위 사진).

루가노 호수의 마을 구경

루가노 호수에는 작고 예쁜 마을이 많다.

간드리아(Gandria)는 기슭에 건물이 옹기종기 자리해

풍경이 아름답고, 몬타뇰라(Montanogla)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헤세가 말년을 지낸 곳이다. 

스위스의 명소를 축소한 미니어처 테마파크는

멜리데(Melide)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위스 최고의 

아웃렛도 루가노 호수 근처의

멘드리지오(Mendrisio)에 있다. 

기차역에서 루가노 호수까지는 내리막이다. 산타 마리아 

델리 안졸리 성당 옆에는 두 곳을 잇는 계단이 있다. 

Lugano &
Loca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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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는 인구가 기껏해야 1만5천 명이지만, 지명도가 높다. 해마다 8월에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때문이다. 열

흘 남짓 계속되는 영화제를 관람하기 위해 인구보다 훨씬 많은 여행자가 몰려든다. 축제가 펼쳐지는 주된 공간은 

그란데(Grande) 광장이다. 빛깔이 예쁜 건물에 에워싸인 광장은 로카르노의 심장이다. 노천카페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이 많다. 또 목요일에는 광장에서 농산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열린다.

마돈나 델 사소(Madonna del Sasso) 성당은 로카르노의 또 다른 명물이다. 시내에서 출발하는 귀여운 톱니바

퀴 열차를 타거나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다다른다. 성당은 바위 절벽에 위태롭게 서 있는데, 로카르노의 아기

자기한 건물과 마조레 호수가 빚어내는 가경을 감상할 수 있다.

15세기에 완성된 성당 내부도 둘러볼 만하다. 성모마리아의 계시를 받은 신부가 지었다고 전하는데, 화려한 벽화

와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바닥과 기둥까지 공들여 만든 흔적이 역력하다. 본당의 오른편에는 로카르노의 기념엽

서에 자주 등장하는 아치 회랑이 있다. 회랑 아래로 보이는 풍광이 압권이다.

스위스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 로카르노

루가노에서 약 40㎞ 떨어진 로카르노는 로마시대에 건설됐다. 20세기 초반에 로마시대의 무덤

이 곳곳에서 발굴됐다. 중세에는 성이 있는 꽤나 큰 도시였다. 이후 티치노의 일원이 됐고, 지금

은 마조레(Maggiore) 호수를 끼고 있는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로카르노는 스위스에서 가장 낮고, 가장 따사로운 곳이다. 해발 193m인 마조레 호수가 스위스

의 최저 지점이다. 가장 높은 몬테로사(Monte Rosa)의 두포우르슈피체(Dufourspitze) 정상보

다 4천441m나 낮다. 로카르노 날씨의 온난함은 2천300시간에 이르는 연간 일조량이 증명한다. 

태양이 세 개나 있다는 라보도 로카르노에 비하면 500시간이나 적다. 그 덕분에 로카르노는 한

겨울에도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다. 가장 추운 1월의 평균기온이 3도를 넘는다. 

여름에는 최고기온이 25도를 넘지만 아침저녁은 선선해 돌아다니기 적당하다.

로카르노는 그란데 광장을 중심으로 골목이 뻗어 있다. 

광장은 만남이 이뤄지고 문화가 공유되는 장소다. 시내 

산책을 한 뒤에는 마돈나 델 사소를 반드시 들러야 한다. 

로카르노에서 첫손에 꼽히는 문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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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는 찬란한 도시다. 물결이 반짝이는 마조레 호수와 싱그러움을 발산하는 숲이 
시가지를 감싸고 있다. 겨울에도 온화한 햇볕의 세례를 듬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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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helm Tell 
Express
•알트도르프(Altdorf)

•플뤼엘렌(Flüelen)

•취리히(Zürich)

3

빌헬름 텔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에 저항한 

스위스의 건국 영웅이다.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쏴 명중시킨 이야기로 유명하다. 그의 삶을 소재로 

실러는 희곡을, 로시니는 오페라를 만들었다. 하지만 빌헬름 

텔이 실존 인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스위스의 

독립을 이끌었던 우리(Uri)주에는 빌헬름 텔과 관련된 명소가 

많다. 주도인 알트도르프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고, 인근에는 

박물관이 있다. 빌헬름 텔 익스프레스는 우리주의 

플뤼엘렌이 핵심 거점이다. 호수로 연결된 루체른에서 

플뤼엘렌까지는 유람선에서 빌헬름 텔의 유적을 살피고, 

플뤼엘렌에서 로카르노까지는 기차에서 수려한 경치를 관조할 

수 있다. 빌헬름 텔 익스프레스를 체험하기 전, 취리히에 

머물면 스위스의 도시와 시골을 모두 여행할 수 있다. 

노선 루체른 - 플뤼엘렌 - 로카르노

길이 160㎞   표고 차 900m   총 소요 시간 약 4시간 40분

이동 수단 유람선 / 인터레지오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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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이름난 빌헬름 텔이 실재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순전히 허구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빌헬름 텔에 대한 실마리는 우리주 

알트도르프와 뷔르글렌(Bürglen)에서 찾을 수 있다.

▶Traveller's Tip

루가노

벨린초나

플뤼엘렌

로카르노

취리히

루체른

알트도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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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텔이 쏜 화살을 찾아서

스위스 동맹의 역사는 1291년 시작된다. 합스부

르크의 압제를 견디던 우리, 슈비츠(Schwyz), 운

터발덴(Unterwalden) 등 3개 주가 힘을 합치기로 

약속한 것이 계기다. 오늘날 스위스의 중앙부에 위

치한 이곳이 ‘스위스’라는 국가의 뿌리가 됐다. 국

명과 국기도 초창기 동맹의 구성원인 슈비츠주에

서 유래했다.

빌헬름 텔은 이 무렵 활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

물이다. 그는 마을 광장에 세워진 막대기에 인사하

라는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들의 머리를 향해 활

시위를 당겼다. 부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오스트리아에서 파견된 총독은 빌헬름 텔을 가두

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노 젓기의 달인이기도 했던 

빌헬름 텔은 배에서 탈출하고 총독을 사살한다. 학

정을 일삼던 총독이 사라진 뒤 스위스는 마침내 자

유와 독립을 쟁취했다고 전한다.

우리주는 빌헬름 텔의 고장이다. 알트도르프에는 튀름리 탑(왼쪽 

사진)과 동상, 뷔르글렌에는 박물관(아래 사진들)이 있다. 

알트도르프의 극장에서는 4년마다 빌헬름 텔 연극이 상연된다. 

다음 공연은 2016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모든 내용은 실러가 1804년 출간한 희곡에 나와 있다. 실러는 괴테에게서 ‘그 기묘한 나라의 원시적인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집필했다. 그는 스위스를 가본 적이 없었지만, 책과 지도를 참조해 뼈

대를 구성했다고 한다. 문제는 사과와 화살을 모티프로 한 유사한 전설이 북유럽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 게다가 빌헬름 텔이 실존했다는 자료도 없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그를 기리고 존경한다.

알트도르프는 빌헬름 텔이 인사를 거부한 막대기가 있던 곳이다. 광장에는 1895년에 제작된 빌헬름 텔의 

동상과 마을을 굽어볼 수 있는 튀름리(Türmli) 첨탑이 있다. 빌헬름 텔은 한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고, 다른 손으로는 육중한 활을 들고 늠름하게 서 있다. 그의 동상 아래에는 생몰 연도를 의미하는 듯한 

‘1305’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

가장 오래된 빌헬름 텔 동상은 알트도르프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뷔르글렌에 있다. 이곳에는 1582년에 

지어진 텔 예배당과 박물관도 자리한다. 중세시대의 탑에 마련된 박물관에는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설

화에 관한 다양한 물품이 전시돼 있다. 실러의 희곡, 로시니가 작성한 오페라의 악보가 진열돼 있고, 그를 

모델로 만들어진 접시와 배지, 주화, 시계도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전시물은 초상화와 조각상이다. 상

상력을 동원해 완성한 탓인지 얼굴과 체형이 제각각이다. 

빌헬름 텔 익스프레스의 기점인 루체른에서 

취리히까지는 기차로 50분 정도 걸린다. 취리히는 

스위스 여행자가 한번쯤 거쳐 가는 도시다. 

스위스 패스 소지자는 취리히 시내를 누비는 

전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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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에 대한 선입견과 진실

일단 오해부터 풀어야겠다. 취리히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지만, 특출한 매력이 없다고들 한다. 호수와 강, 

예스러운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루체른이나 거대한 분

수가 있는 제네바에 비하면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촌평

도 나돈다. 파리 에펠 탑이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처

럼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와 설문을 찾아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

해 시장 조사 기관인 입소스(Ipsos)가 1만8천여 명을 대

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취리히는 유럽에서 런던과 파리 다음으로 높은 

6위를 차지했다. 취리히는 “떠오르는 별”, “세계 모든 사

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비단 

이 조사뿐만이 아니다. 취리히는 ‘삶의 질’, ‘주거 환경’ 등

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언제나 수위를 다툰다.

스위스 철도청과 프랑스 철도청의 합작 회사인 레일유

럽도 ‘스위스에서 열차로 방문하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취리히를 2위에 올려놓았다. 스위스에서 가장 번화하다

는 반호프(Bahnhof) 거리, 상점 200여 개가 밀집한 역

사(驛舍)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취리히 중앙역은 하루

에 약 3천 편의 열차가 운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기차역 중 하나다. 취리히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략 40만 

명에 불과하지만, 유동인구는 무척 많다는 이야기다.

사람이 자주 드나들고,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도시라면 

매력이 없을 리 없다. 다만 많은 이가 내재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 취리히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취리히 린덴호프(Lindenhof)에 가을이 
내려앉았다. 취리히에는 루체른처럼 강과 호수가 
모두 있다. 시내를 관통하는 리마트(Limmat) 
강이 취리히 호수를 향해 흐른다.

Altdorf &
Zü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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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탑이 있는 프라우뮌스터(Fraumünster)는 원래 가톨

릭 수녀원이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개신교 교

회로 바뀌었다. 취리히는 부패한 가톨릭에 반기를 든 종

교개혁의 중심지였다. 개혁가로 명성을 떨친 츠빙글리가 

활동한 곳이어서 신교가 빠르게 퍼져 나갔다. 그가 사제

로 일한 곳이 쌍둥이 첨탑이 돋보이는 그로스뮌스터

(Grossmünster)로, 프라우뮌스터의 건너편에 있다.

그로스뮌스터가 자리한 리마트 강 동안에는 반호프 거리

와는 느낌이 다른 쇼핑 명소인 니더도르프(Niederdorf)가 

있다. 니더도르프는 ‘낮은 마을’이란 뜻으로 좁은 골목에 

세련된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저녁이 되면 여흥을 즐기는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공장 지대의 무한 변신, 취리히 베스트

산업유산의 재생은 일찍이 근대화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

된 관심사다. 시내에 대규모로 건축된 공장과 발전소, 창

고를 허물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작업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취리히 구시가의 서쪽에 위치한 취리히 베

스트(West)도 한 세기 전에는 대량생산이 이뤄지던 공장 

지대였다. 하지만 현재는 젊은이들에게 각광받는 명소로 

변모했다.

취리히 베스트에서 두드러지는 건물은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프라임 타워’다. 이 빌딩을 중심으로 한쪽에

는 아치 형태의 고가교인 ‘임 비아둑트’(Im Viadukt), 반대

쪽에는 배를 건조하던 ‘쉬프바우’(Schiffbau)가 있다. 임 

비아둑트의 아치는 차례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내부

는 상점과 식당으로 쓰인다. 다리 위에는 여전히 철로가 

남아 있어서 열차가 지나다닌다. 투박한 외관이 인상적인 

쉬프바우는 극장 겸 레스토랑으로 이용되고 있다.

취리히 베스트의 진면목은 해가 진 뒤에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레스토랑과 바가 밤늦게까지 영업하기 때문이다. 개

성이 뚜렷하고 분위기가 좋은 식당이 많아 가족이나 연인

이 많이 찾는다. 

시곗바늘이 정지된 강변을 주유하다

취리히 구시가는 리마트 강변에 위치한다. 서쪽에 중앙역

과 반호프 거리, 동쪽에 취리히 대학교가 있다. 기차역을 

기점으로 하면 먼저 리마트 강의 서안을 들르게 된다. 역

의 정문 앞으로 뻗은 반호프 거리는 항상 인파로 북적인

다. 전차가 오가는 도로 양편에 대형 백화점과 상점, 레스

토랑이 즐비하다.

반호프 거리에서 퇴창이 유독 많은 길인 아우구스티너가

세(Augustinergasse)를 지나면 린덴호프에 닿는다. 본래 

로마시대의 요새였던 곳으로, 오늘날은 취리히 최고의 무

료 전망대다. ‘린덴’(Linden)은 보리수를 뜻하는데, 활엽

수가 많아서 가을이면 낙엽이 수북이 쌓인다. 낮은 담 너

머로 초록빛 강과 각양각색의 건물, 교회의 첨탑이 내려다

보인다. 그윽한 정경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욕심이 생

겨난다. 한편에서는 높이가 무릎 정도 되는 말을 움직이

며 한가로이 체스를 두는 사람도 볼 수 있다.

린덴호프에서 리마트 강 쪽으로 내려가면 취리히에서 가

장 오래된 동네인 쉬프페(Schipfe)다. 건물이 강에 접해 

있는 부두로 교역의 요충지였다고 전한다. 지금은 재기 

넘치는 예술가들의 부티크가 들어서 있다.

중앙역과 호수 사이에는 리마트 강 양편을 오갈 수 있는 

다리 6개가 있다. 그중 가장 특이한 교각은 시청다리

(Rathausbrücke)다. 17세기 후반에 세워진 취리히 시청 

바로 옆에 놓여 있다. 토요일 오전에는 채소와 빵, 치즈가 

판매되는 장이 설 정도로 폭이 넓다. 다리 위에서 호수 방

향을 바라보면 양안에 취리히의 과거를 웅변하는 역사적

인 건축물들이 있다.

Zurich
취리히에서 쇼핑하기                                                                               

물가가 비싼 스위스에서는 쉽게 지갑을 열기 힘들다.

하지만 스위스가 본거지인 상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취리히 베스트에는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의 대형

매장이 있다. 컨테이너를 쌓아 만든 건물이어서 멀리서도

눈에 띈다. 프라이탁의 가방은 화물 트럭의 방수포로

제작해 튼튼하고 디자인이 독특하다. 구시가에서는

슈프륑리(Sprüngli) 초콜릿 상점, 유아용품을 취급하는

하이마트베르크(Heimatwerk)에 가볼 만하다.

취리히 베스트는 중앙역에서 전차를 타면 10분 남짓 

걸린다(오른쪽 페이지). 반호프 거리(왼쪽 페이지 맨 위 사진), 

니더도르프와 함께 쇼핑과 식도락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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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ler's Tip

•체르마트(Zermatt)

4

‘세계에서 가장 느리게 달리는 특급열차’라고 일컬어지는 

글레이셔 익스프레스는 골든 패스 라인과 함께 스위스를 

대표하는 관광열차다. 체르마트에서 생모리츠까지 291㎞를 

8시간 가까이 달린다. 평균 시속이 40㎞를 넘지 않는 셈이다. 

기차가 속력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낙타의 등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길을 나아가기 때문이다. 빙하가 보이는 

높은 산 주변으로 철길을 조성해 경사도 심한 편이다. 터널 

91개와 다리 291개를 지나며, 생모리츠에 이르러서는 

베르니나 익스프레스의 알불라 구간을 공유한다. 운영 주체는 

베르니나 익스프레스와 같은 레티셰 철도다. 체르마트는 

알프스산맥의 영봉을 다양한 방법으로 굽어볼 수 있는 예쁜 

마을이다. 특히 산등성이에 뾰족하게 솟은 봉우리인 

마터호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노선 체르마트 - 생모리츠(다보스)

길이 291㎞   표고 차 1천448m   총 소요 시간 약 7시간 40분

이동 수단 글레이셔 익스프레스 열차

201410  7776  201410  

마터호른은 조망 지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고도가 

3천883m인 마터호른 글레이셔 파라다이스 전망대에서는 

마터호른이 야트막한 산으로 느껴진다. 체르마트에서는 눈에 

담을 수 없는 이탈리아 쪽 사면이 발아래로 펼쳐진다.

비스프

체르마트

다보스쿠르

디젠티스

생모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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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정 150주년 맞이하는 마터호른

인간에게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듯싶다. 체력에 문제

가 없다면 고지에 발을 딛고 아래쪽을 보길 원한다. 고혹적인 풍경

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감을 불어넣는 법이다. 스위스의 경

관, 특히 알프스의 경관을 바라보기 가장 좋은 지역은 단연 발레

(Valais)주다. 스위스 남부에 자리한 발레주는 수많은 고봉을 품고 

있다. 해발 4천m 이상의 봉우리가 45개나 있다. 면면도 화려하다. 

4천634m로 가장 높은 두포우르슈피체와 피라미드를 닮은 4천

478m의 마터호른이 솟아 있다. 연중 새하얀 눈을 보고 스키를 탈 

수 있으며,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8천㎞에 이른다. 곳곳에 

고급 리조트도 들어서 있다. 

내년은 인류가 공식적으로 마터호른의 정상을 밟은 지 150주년이 

되는 해다. 1865년 7월 영국의 등반가인 윔퍼(Whymper)는 대원 6

명을 이끌고 미답의 산봉으로 향했다. 마터호른은 체르마트와 이탈

리아 쪽에서 등정이 가능한데, 그는 체르마트 경로를 골랐다. 윔퍼

와 등반대는 고행 끝에 꼭대기에 올라 최초의 영예를 안았지만, 하

산 길에 대원 4명이 실족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 사고는 마터호른과 체르마트가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

는 발단이 됐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마

터호른 등산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도전 의지와 호기심이 넘쳤던 

등반가들에게 마터호른은 금단의 영역이지만 언젠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됐다. 사람들은 영험한 봉우리인 마터호른을 친견하기 위해 

베이스캠프인 체르마트로 흘러들었다. 

체르마트는 등정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하고 있다. 우선 체르마트 기차역 광장에는 2015년 7월 14일 오후 

1시 40분을 기준으로 카운트다운을 하는 대형 시계가 세워졌다. 

내년 여름에는 체르마트 주변의 산봉 중 하나인 리펠베르크

(Riffelberg)에서 마터호른 이야기를 다룬 야외 연극이 펼쳐진다. 또 

150년 전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와 음식 축제도 벌어진다. 내년 휴

가지 목록의 첫머리에 체르마트를 적어 두어야 할 이유다.

체르마트는 알프스산맥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마을이다. 산악열차로 산마루에 올라 경치를 보고, 도보나 

자전거로 길을 내려갈 수 있다. 스키와 패러글라이딩, 낚시와 

골프 같은 레저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다. 일출이나 일몰 

감상 일정이 포함된 여행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Zermatt 
in Val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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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터호른과 마주하는 다양한 방법

사실 체르마트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행지였다. 떠나기 전에 지도를 보고 자료를 살펴도 이미지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 

어려운 독일어 지명과 수많은 동선이 혼란을 조장한 원인이었다. 그런데 며칠 지내다 보니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여정

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리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체르마트의 핵심은 마터호른과 산악열차다. 마터호른은 체르마트 마을에서도 잘 보이지만, 알프스와 함께 조망하려면 열

차를 타야 한다. 톱니바퀴 열차, 리프트, 케이블카 등을 아우르는 산악열차의 최종 목적지는 마터호른 글레이셔 파라다이

스,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로트호른(Rothorn)뿐이다. 세 곳은 높이가 다르고, 탑승장과 기착지도 겹치지 않는다. 

마터호른과 가장 가까운 지점은 과거에 작은 마터호른이라는 뜻의 ‘클라인(Klein) 마터호른’으로 불렸던 마터호른 글레이

셔 파라다이스다. 푸리(Furi)에서 한 차례 케이블카를 갈아타야 닿는 이곳은 마터호른과의 표고 차가 600m 정도에 불과하

다. 그래서인지 대형 십자가가 있는 전망대에 서면 마터호른이 그리 위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우뚝한 마터호른과 산등

성이에서 좌우로 비탈이 갈라지는 모습도 보인다. 등마루를 기준으로 오른편은 스위스, 왼편은 이탈리아로 나뉜다. 

고르너그라트행 열차는 체르마트 기차역 바로 앞에서 출발한다. 1898년에 처음 기적을 울린 톱니바퀴 열차가 리펠알프

(Riffelalp), 리펠베르크를 거쳐 해발 3천89m인 고르너그라트까지 운행된다. 고르너그라트는 마터호른과의 거리와 표고 

차가 적당해 특유의 장엄함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상부에는 레스토랑과 상점도 마련돼 있다.

‘붉은 봉우리’를 의미하는 로트호른은 일출로 유명하다. 높이는 고르너그라트보다 약간 높은 3천103m로, 일단 독특한 케

이블카로 수네가(Sunnegga) 파라다이스에 다다른 뒤 다른 케이블카로 이동해야 한다. 로트호른까지 가지 않고 중간의 

수네가 파라다이스나 블라우헤르트(Blauherd)에서 내려 트레킹을 하거나 호숫가에 머물러도 좋다.

산악열차는 굳이 세 가지 모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한두 개만 선택해 한나절 정도 보내면 충분하다. 체르마트의 호텔에

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거리를 기웃거리는 재미도 경험해야 한다. 체르마트는 전기 자동차와 마차만 다니는 청정 마

을이다. 나무로 지은 건물과 색색의 꽃 때문에 고풍스럽고 화사하다. 먹을거리도 나쁘지 않다. 스위스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발레주의 와인과 특산품인 살구는 빠뜨리지 않고 맛봐야 한다. 

해발 1천620m에 자리한 

체르마트에서 산악열차를 

타면 약 30분 만에 3천m가 

넘는 봉우리로 갈 수 있다. 

산악열차의 운행 여부는 

탑승장에서 알 수 있다(위 

왼쪽 사진). 인구가 6천 명인 

체르마트는 사계절 

관광객으로 붐빈다(위 가운데 

사진). 마을에서는 전기 

택시와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다녀야 한다. 

체르마트의 역사를 한눈에, 마터호른 박물관                                                                            

체르마터호프(Zermatterhof) 호텔과 마우리티우스(Mauritius) 교회 사이에

보이는 유리 건물이다. 지하로 내려가면 체르마트 마을의 풍습과 마터호른 등정 

과정, 등반의 변천사를 알려주는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그중에는 윔퍼의

대원이 추락했을 때 끊어진 밧줄이 있다. 원래는 체르마트 마을의 전체적인

지층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10스위스프랑이며, 스위스 패스 소지자는 무료로 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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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음식

보 사이트(Beau Site) 호텔

마터호른이 한눈에 들어오는 입지가 돋보이는 체르마트의 사성급 호텔이다. 

1907년에 문을 열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환상적인 경관을 

선사하는 스위트룸을 

비롯해 주니어 스위트, 

슈피리어 트윈, 컴포트 

트윈과 싱글 객실이 갖춰져 

있다. 수영장과 핀란드식 

사우나,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 

www.parkhotel-beausite.ch

알리망타리움(Alimentarium)

세계적인 식품 회사인 네슬레가 

운영하는 브베의 음식 

박물관이다. 1985년에 문을 

열었으며, 건물 앞에 커다란 포크 

조형물이 있다. 음식을 조리, 

섭취, 구매, 소화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생산과 

가공, 무역 등 음식 산업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박물관 안에 레스토랑이 있고, 워크숍도 개최된다. 내년 중 보수 공사를 위해 문을 

닫고, 네슬레의 창사 150주년이 되는 2016년에 재개장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비스콘테오(Visconteo) 성

로카르노 광장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고풍스러운 건물이 눈에 

띈다. 9세기에 처음 세워진 뒤 

1342년 비스콘티(Visconti) 

가문이 증축했다는 성이다.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돼 후기 

고딕양식과 르네상스양식도 일부 

반영됐다. 지금은 로마시대의 

공예품, 유리로 만든 병과 

포도주잔 등을 전시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 옆에는 방어 요새가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음식은 치즈다. 

퐁뒤와 라클렛 등 유명한 요리도 치즈가 

주된 재료다. 추운 겨울에 먹으면 제격인 

퐁뒤는 보글보글 끓는 치즈에 바게트를 

넣어 먹는 음식이다. 치즈가 묻은 빵을 입 

안에 넣으면 짭조름한 맛과 따끈한 기운이 

느껴진다. 라클렛은 치즈에 열을 가해 

녹은 부분을 얇게 긁어서 감자와 함께 

즐기는 전통요리다. 스위스에서 치즈로 잘 

알려진 지역으로는 그뤼에르(Gruyère)와 

아펜첼(Appenzell)이 있다. 스위스는 

린트(Lindt), 레더라흐(Läderach) 등 

잘 알려진 초콜릿 브랜드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초콜릿은 기념품으로 

구입하기에도 좋다. 

INFORMATION

Hotel 

스위스 최고의 관문, 취리히 국제공항

취리히는 명실상부한 스위스 항공교통의 중심지다. 유럽은 물론 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에서 온 항공기가 수시로 날아든다. 영국의 항공 서비스 조사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선정한 올해의 공항 순위에서 독일 뮌헨 공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과 함께 10위 안에 들었다. 스카이트랙스가 평가한 공항 

등급에서도 유럽 공항 중 가장 높은 4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취리히 공항의 가장 큰 특징은 접근성이다. 취리히 중앙역에서 열차를 타면 10분 

만에 공항역에 도착한다. 또 바젤, 베른, 루체른, 제네바 등 주요 도시에서도 

취리히 공항역까지 기차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공항역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면 바로 공항과 연결된다.

신속성은 취리히 공항의 또 다른 장점이다. 출입국 수속이 세 곳에서 진행돼 10분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항 내부는 A, B, D, E 구역으로 나뉘며, 별도의 

탑승동인 E 구역으로 가려면 순환 열차에 올라타야 한다. 열차 안에서는 알프스의 

민요인 요들이 들린다. 인천, 홍콩, 상하이, 시카고, 워싱턴 등으로 떠나는 항공편은 

E 구역에서 출발한다.

취리히 공항은 여행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자주 찾는 명소다. 공항 내에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전망대에는 

항공기와 관련된 시각 자료가 전시돼 있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다. 커다란 

사진기를 들고 항공기를 촬영하는 사람과 소풍을 즐기는 가족이 많다. 전망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는데,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문을 연다. 입장료는 17세 이상이 5스위스프랑, 

10~16세가 2스위스프랑이다. 전망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안 검색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취리히 공항은 2018년 3만7천㎡ 규모의 건물인 ‘더 서클’(The Circle)을 

개장할 예정이다. 10억 스위스프랑이 투자되는 이곳에는 호텔과 컨벤션 센터, 의료 

시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취리히 공항은 ‘더 서클’이 취리히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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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칸톤’이라 불리는 주 26개로 나뉜다. 주마다 

스위스 연방의 가입 시기에 차이가 있고, 역사도 

판이하다. 각각의 주는 교육과 조세 등에서 자치권을 

갖는다. 또 주에 따라 통용되는 언어가 다르다. 스위스의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등 

4개이다. 그중 독일어 사용자가 가장 많다. 프랑스어는 

제네바 호수 인근, 이탈리아어는 티치노주와 

그라우뷘덴(Graubünden)주에서 주로 쓰인다. 언어권의 

경계를 넘어서면 지역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인구, 국경

스위스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8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22.7%는 

스위스 여권이 없는 외국인이다. 수도는 베른이다. 국경은 

서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이탈리아와 맞대고 있다. 바젤(Basel)은 프랑스, 독일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다.

기본 정보

둘러볼 곳

스위스 카메라 박물관

브베 호숫가의 건물들 속에 

자리한 작은 박물관으로 

카메라가 발명된 시기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1979년 개관했고, 

2001년에 규모가 확장됐다. 

단순하게 전시물을 진열하지 

않고 비디오와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흥미를 자아낸다. 내년 3월부터는 체코의 사진작가인 마르틴 베카의 ‘두바이 

변화’(Dubai Transmutations)라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카르다다(Cardada)

마돈나 델 사소 인근의 

오르셀리나(Orselina)에서 티치노 출신의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가 디자인한 40인승 

케이블카를 타면 로카르노에 우뚝 솟은 

봉우리인 카르다다에 닿는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는다. 해발 1천340m인 카르다다에는 

레스토랑, 전망대 등이 있다. 전망대에서는 

산봉에 둘러싸인 마조레 호수가 

내려다보인다. 패러글라이딩과 하이킹도 

즐길 수 있다.

아스트라(Astra) 호텔

브베 역을 빠져나오면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다. 1912년에 문을 연 레스토랑 

‘브라스리 라 쿠폴’(Brasserie La 

Coupole)이 특히 유명하다. 소고기 

타르타르와 생선 요리, 감자를 팬에 부친 

뢰스티, 양배추 절임인 자우어크라우트 

등 다양한 스위스 음식을 경험할 수 있다. 

객실은 주니어 스위트, 더블 슈피리어, 

더블로 구분된다. 

www.astra-hotel.ch

호텔 자이덴호프(Seidenhof)

취리히 중앙역에서 도보로 5분 걸리며, 

반호프 거리 근처에 위치한다. 취리히의 

주요 명소를 걸어서 돌아볼 수 있다. 객실은 

싱글과 더블 등 84개가 있으며, 흡연 

객실에는 작은 발코니가 딸려 있다. 1층에는 

태국, 베트남, 중국 요리를 내는 레스토랑인 

‘미시오’(Mishio)가 들어서 있다. 

www.seidenhof.ch

          가는 법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스위스로 직항을 운항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취리히-빈으로 운항하던 노선을 분리해 인천-취리히, 인천-빈 

노선을 각각 띄우고 있다. 인천-취리히 구간은 주 3회 운항된다. 

인천에서는 화·목·토요일 오후 2시 35분에 출발해 취리히에 오후 

8시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항공편은 같은 요일 오후 9시 35분에 

이륙하며, 인천에는 다음날 오후 3시 20분에 착륙한다. 취리히로 

갈 때는 약 12시간, 서울로 올 때는 11시간 정도 걸린다. 투입되는 

기종은 에어버스 A330-200이며, 마일리지는 5천456마일이 

적립된다. 대한항공은 이외에도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마드리드, 암스테르담, 빈, 프라하, 로마, 밀라노, 이스탄불 등 유럽 

각지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기후, 복장

산악 지형이 많은 스위스는 도시의 고도에 따라 기후가 크게 

다르다. 취리히는 10월에 평균 최고기온이 14도, 최저기온이 

8도로 약간 쌀쌀한 수준이다. 그러나 체르마트에서는 기온이 종일 

영하권에서 맴도는 날이 많다. 두툼한 점퍼와 방한복을 챙겨 가는 

것이 좋다. 

          환율, 시차, 전압

스위스에서는 유로가 아닌 스위스프랑을 쓴다. 유로를 받는 

상점도 있지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9월 24일 기준으로 

1스위스프랑은 약 1천100원이다. 지난 3월에 1천226원까지 

올랐으나 100원 이상 떨어졌다. 시차는 한국보다 8시간 늦다.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서머타임 기간에는 7시간 차이가 난다. 

전압은 230V로 플러그의 핀이 3개다. 핀의 크기가 작아 별도의 

플러그를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