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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다. 빅토리아주의 주도인 멜버른은 1월이 여름의 절정이다. 

평균 최고기온이 26도, 최저기온이 14도로 운동을 즐기기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 세계 4대 테니스 대회로 

손꼽히는 호주 오픈은 멜버른 올림픽 파크에서 해마다 1월에 막을 올린다. 2015년에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다.

2015년 1월에는 아시아의 축구 강국을 가리는 아시안컵이 호주에서 개최된다. 한국과 호주를 포함해 

16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캔버라, 뉴캐슬 등 5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A조에 

편성된 한국은 캔버라에서 두 경기, 브리즈번에서 

한 경기를 치른다. 캔버라는 멜버른에서 자동차로 

7시간 정도 걸리는 호주의 수도다. 만일 A조에서 

1위에 오르면 멜버른 렉탱귤러(Rectangular) 

스타디움에서 8강전을 갖는다.

호주에서 가장 유럽 같은 도시로 평가받는 

멜버른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미술관인 

국립 빅토리아 미술관을 비롯해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산재해 있다. 또 대로 안쪽에서는 개성 

만점의 골목 탐험을 할 수 있다.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부티크에 들르고, 유서 깊은 카페에서 

진한 커피와 초콜릿을 맛볼 수 있다. 일부 거리는 

테이블과 의자가 빽빽하게 설치된 노천카페로 

변신한다. 왁자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음식과 

와인, 맥주를 즐길 수 있다. 

December 12

이 달엔 어디? 
연합이매진 추천 올해의 여행지
여행에도 때가 있다. 그리고 특정한 시기에 방문하면 

더욱 좋은 장소가 있다. 새해를 맞이해 문화, 예술,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거나 기념할 만한 행사가 펼쳐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천 여행지를 선정했다. 2015년에 

주목해야 할 12곳을 공개한다.

글 박상현 기자

August

8

January 1 ▶호주 멜버른(Australia Melbourne)

Why to go
1  1월 세계 스포츠의 도시는 멜버른. 아시안컵,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개최됨. 

2  남반구여서 한국과는 계절이 반대. 피한 여행이 가능.

How to go
멜버른으로 가는 직항편은 없다. 대한항공이 인천-멜버른 

노선을 약 5년간 운항하다 폐지했다. 시드니나 

브리즈번으로 간 뒤 국내선을 타거나 홍콩,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등을 경유해야 한다. 저비용항공사 중에는 

에어아시아를 이용할 수 있다. 

How to travel
최소 대엿새는 머물러야 한다. 멜버른에서는 시내 관광에 

하루, 교외 관광에 하루를 투자한다. 12사도 바위와 

로크아드 협곡이 있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는 이틀을 

할애한다. 펭귄을 볼 수 있는 필립 아일랜드는 멜버른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다. 

1월 

November
11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사진 / 말레이시아관광청 제공

사진 / 헬싱키관광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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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반도 남쪽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칭다오(靑島)는 

맥주로 유명하다. 본래 작은 어촌이었던 칭다오는 

1898년 독일 조계지가 되면서 발전했다. 독일 

사람들은 군항과 주택을 건설하고 지난(濟南)까지 

철로를 놓았다. 맥주 또한 독일인들의 유산 중 

하나였다.

칭다오는 청주, 니가타와 함께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Culture City of East Asia)로 뽑혔다. 

유럽 문화 수도를 본떠 만들어진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도시를 하나씩 골라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첫발을 내디딘 

지난해는 광주, 취안저우, 요코하마가 주인공이었다. 

이와 함께 2015년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국 방문의 해’이기도 하다. 

칭다오의 봄은 4월에 찾아온다.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해 도시 전체가 알록달록해진다. 4월 중순부터 중산(中山)공원에서는 벚꽃 축제가 펼쳐진다. 또 날씨가 

따뜻해 바닷가를 산책하기에도 괜찮다. 해변 인근에는 이국적인 건축물이 늘어서 있다. 

샤오위산(小魚山)공원에 오르면 녹지 사이에 군데군데 고개를 내민 붉은 지붕의 주택이 보인다. 1930년대 

독일인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천주교당과 바다 위에 떠 있는 다리인 잔차오(棧橋)도 인기 있는 명소다. 

인구가 1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몽스는 생소한 도시다. 에노(Hainaut)주의 주도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약 

60㎞ 떨어져 있으며, 프랑스와의 국경이 매우 가깝다. 2015년에 몽스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유럽 문화 

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이기 때문이다. 유럽 문화 수도는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도시를 선정해 문화 축제를 벌이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몽스와 함께 맥주로 명성이 높은 체코의 

플젠(Plzen)이 이름을 올렸다.

몽스는 유럽 문화 수도를 기념해 연극, 무용, 디자인, 미술, 문학, 음악, 음식 등 모든 문화 장르를 망라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중 사망 125주기를 맞는 

빈센트 반 고흐 관련 전시가 가장 관심을 끈다.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던 고흐는 1878년부터 

1880년까지 벨기에 북부의 탄광지대에 머물면서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보자르(Beaux-Arts) 

몽스에서는 1월 23일부터 5월 17일까지 고흐 전이 

열린다. 또 3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연출한 ‘꿈’ 등 반 고흐를 다룬 영화가 

상영된다.

몽스의 유럽 문화 수도 행사는 3월 이후에도 

지속된다. 여름에는 시내 중심지가 7천여 송이의 

해바라기로 장식된다. 해바라기는 고흐가 자주 

작품의 소재로 삼았던 꽃이다. 또 벨기에의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도 벌어진다.

패션과 건축의 도시인 밀라노는 베네치아와 함께 이탈리아 북부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꼽힌다. 2015년에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4일 동안 엑스포가 열린다. 130여 개 국가와 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지구에 식량 공급, 생명을 위한 에너지’다. 마스코트 역시 채소와 과일로 인간의 얼굴을 형상화한 

‘푸디’(Foody)다. 밀라노 엑스포를 방문한 사람들은 여러 건물을 돌며 세계 각지의 음식과 전통을 접하게 된다.

109년 만에 엑스포를 다시 개최하는 밀라노는 롬바르디아(Lombardia)주의 주도다. 롬바르디아주는 

스위스와 맞닿아 있으며 알프스산맥과 많은 호수를 품고 있다. 특히 코모 호수와 마조레 호수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정평이 났다. 이곳에서는 역사적인 가옥과 박물관을 순례하고, 트레킹과 사이클링 같은 레저도 즐길 

수 있다. 밀라노는 5월에 평균 최고기온이 24도, 최저기온이 13도여서 외부 활동을 하기에 적당하다.

밀라노에서는 ‘두오모’로 불리는 대성당이 여행의 중심이 된다. 수백 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성된 밀라노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고딕 양식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과 

스포르체스코 성에서는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인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Why to go
1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엑스포 개최.

2  엑스포를 기념해 롬바르디아주는 예술, 음식 등 여러 

주제의 매력을 알릴 계획.

How to go
대한항공이 알이탈리아항공과의 공동운항 형태로 밀라노행 

직항편을 운항한다. 수·금·일요일 오후 1시 25분에 

이륙한다. 유럽 주요 도시를 경유해 갈 수도 있다.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How to travel
이탈리아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를 일주일 동안 

도는 일정이 정석처럼 인식된다. 하지만 밀라노는 며칠 동안 

머물러도 될 만큼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다. 차를 빌려 

와인과 치즈가 유명한 곳을 다녀도 된다.

▶이탈리아 밀라노(Italy Milano)

▶벨기에 몽스(Belgium Mons)

Why to go
1  2015 유럽 문화 수도.

2  3월에 반 고흐 관련 전시 등 다양한 행사. 연중 문화 

행사가 계속됨.

How to go
한국과 벨기에를 잇는 직항편은 없다. 몽스에서 직항이 

다니는 가장 가까운 도시는 프랑스 파리다. 파리에서는 

기차를 타고 몽스로 이동한다. 릴(Lille)에서 한 차례 

갈아타야 하며,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이다.

How to travel
몽스에서는 철저히 문화 행사에 초점을 맞춘다. 시가지는 

넓지 않아서 하루면 돌아볼 수 있다. 브뤼셀, 브루게, 겐트, 

안트베르펜 등 벨기에의 다른 도시나 프랑스 북동부 

지방과 연계한 여정을 세우면 좋다.

3월 

카타르는 최근 대형 스포츠 행사를 가장 열정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나라다. 2015년에는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2019년에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2010년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미국을 누르고 

2022년 월드컵 유치에 성공했다. 이후 살인적인 더위, 일부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의 뇌물 수수 의혹 등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으나 FIFA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카타르는 이에 머물지 않고 2024년 하계 

올림픽에도 욕심을 내고 있다.

자연스럽게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는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도시가 됐다. 도하는 사막 위에 건설된 신기루 같은 

공간이다. 천연가스로 부를 축적한 카타르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고층 빌딩을 쌓아 올렸다. 사회 인프라와 치안이 잘 

정비돼 있어 외국인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다. 현대적인 시가지의 이면에는 과거 모습이 간직된 재래시장도 있다. 

도하는 매력적인 도시지만, 뜨거운 날씨 탓에 여행을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결코 덥지 

않다. 2월은 평균 최고기온이 23도, 최저기온이 14도다. 2015년에는 1월부터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1월에는 

카타르 마스터스 골프 대회, 2월에는 모터쇼, 3월에는 음식 축제가 벌어진다. 또 시장인 수크 와키프(Souq 

Waqif)에서는 1월부터 2월까지 뮤지컬, 서커스 등 각종 공연이 진행되는 봄 축제가 펼쳐진다.

4월 

Why to go
1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5년은 ‘중국 방문의 해’.

2  봄을 맞이해 곳곳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남.

How to go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국제항공, 동방항공, 

산동항공 등이 인천에서 칭다오까지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을 통해 칭다오에 

갈 수 있다. 위동항운은 인천에서 칭다오로 가는 배편을 

운항한다. 화·목·토요일에 출발하며 약 17시간 걸린다.

How to travel
칭다오에서 개별여행자에게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은 

택시다. 시내에서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고, 운임도 비싸지 

않은 편이다. 칭다오만 볼 생각이라면 사흘이면 충분하다. 

근교에 있는 라오산( 山)을 찾는 여행자도 많다.

▶중국 칭다오(China Qingdao)

5월 

Why to go
1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개최를 확정한 화제의 

도시. 

2  겨울에 가야 여행하기 적당한 날씨. 1월부터 3월까지 

골프 대회, 모터쇼, 음식 축제가 열림. 

How to go
카타르항공이 매일 직항편을 띄우고 있다. 인천에서는 오전 

12시 5분, 도하에서는 오전 1시 30분에 이륙한다.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거쳐서 갈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 

주요 공항에도 연결편이 있다.

How to travel
사막 사파리는 도하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활동이다.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광활한 모래벌판 위를 질주하는 

짜릿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대개는 1박 2일 일정으로 

이뤄진다. 도하에서 약 100㎞ 거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알 주바라 요새도 가볼 만하다.

▶카타르 도하(Qatar Doha)

(AFP=연합뉴스)

(AP=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AFP=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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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보르네오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가 점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영토는 섬 북부이며, 서쪽의 사라왁주와 동쪽의 사바(Sabah)주로 나뉜다. 사바주에는 휴양지로 이름난 

코타키나발루가 위치하고, 사라왁주에는 쿠칭이 

있다. 쿠칭(Kuching)은 원주민어로 ‘고양이’를 

뜻한다. 사라왁에서는 ‘말레이시아 축제의 해’를 

맞아 많은 행사가 열린다. 그중 흥미로운 축제가 

7월 말과 8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서막은 

브루나이에서 가까운 미리(Miri)의 바리오(Bario) 

음식 축제가 연다. 7월 23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보르네오 고산지대 주민들의 농경과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쿠칭에서 

185㎞ 거리에 있는 시부(Sibu)에서는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다양한 민족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보르네오 문화 축제가 관람객을 맞는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쿠칭에서 열대우림 세계 

음악 축제가 열린다. 실내외에서 가슴을 울리는 

흥겨운 음악이 연주된다. 또 쿠칭 인근의 

파다완(Padawan)에서는 8월 16일 뗏목 경주인 

래프트 사파리(Raft Safari)가 펼쳐진다. 

마터호른(Matterhorn), 

몬테체르비노(Monte Cervino), 

몽세르뱅(Mont Cervin)은 하나의 

봉우리를 지칭한다.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가르는 알프스산맥 

위에 우뚝 솟은 해발 4천478m의 

산봉이다. 일반적으로는 독일어인 

마터호른으로 통용된다. 미국의 

한 영화 제작사가 로고에 

사용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고도가 1천620m인 체르마트는 

마터호른 아래에 자리한 산촌이다. 

마을 어디에서나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는 마터호른이 시야에 

들어온다. 자그마한 촌락이지만, 

마터호른을 친견하고 산정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 더군다나 2015년은 인류가 마터호른 꼭대기를 밟은 지 150주년이 되는 

해다. 1865년 7월 14일 영국인 등반가인 윔퍼는 전인미답의 봉우리에 올라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러나 그는 하산 도중 대원 4명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체르마트는 7월 10일부터 19일까지를 ‘신기원의 주’(Epoch Week)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7월 4일에는 산악 

달리기 대회가 열리고, 7월 13일에는 2천880m 지점에 마터호른 등산을 위한 임시 

대피소가 설치된다. 리펠베르크에 마련되는 야외극장에서는 7월 9일부터 ‘마터호른 

스토리’가 상영된다. 8월에는 음식 축제가 벌어질 예정이다. 

퀘벡주는 공용어가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다. 프랑스계 이주민이 다수를 이루고 가톨릭 신자가 많다.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를 지니고 있는 이유다. 몬트리올은 퀘벡주에서 가장 크고, 세계의 불어권 지역에서 

파리에 이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다. 1976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한 곳이기도 하다.

캐나다에서는 올여름 제7회 여자 월드컵이 펼쳐진다. 두 번째로 본선에 진출한 한국은 지난 12월 실시된 조 

추첨에서 브라질, 스페인, 코스타리카와 같은 

조에 묶였다. 6월 9일과 13일에 벌어지는 조별 

예선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가 모두 

몬트리올에서 펼쳐진다. 만약 조 2위로 예선을 

통과하면 몬트리올에서 16강전을 치르게 된다. 

월드컵 경기는 몬트리올 외에 밴쿠버, 에드먼턴, 

오타와 등에서도 열린다.

캐나다는 5~9월이 여행하기 좋은 시기다. 

몬트리올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저기온이 영하에 머물고, 4월과 10월은 일조 

시간이 길지 않다. 6월은 아침저녁에 선선하고, 

한낮은 따뜻하다. 외곽으로 나가면 녹지와 

강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다. 또 

여름에는 대규모 음악제인 몬트리올 재즈 

축제에 동참할 수도 있다. 2015년에는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다. 

Why to go
1  체르마트의 대표 봉우리인 마터호른 등정 

150주년.

2  한여름에도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원한’ 

여행지.

How to go
대한항공이 스위스 취리히까지 직항편을 띄우고 

있다. 인천에서 화·목·토요일 오후 1시 15분에 

출발한다. 취리히 중앙역에서 체르마트까지 단번에 

가는 열차는 없다. 비스프(Visp)에서 산악열차로 

환승해야 한다.

How to travel
체르마트 마을 안에는 특별한 볼거리가 없다. 

산악열차를 타고 마터호른 글레이셔 파라다이스, 

고르너그라트, 로트호른 중 한 봉우리에 올랐다가 

일부 구간을 걷는 것이 좋다. 체르마트에만 머물기 

아쉽다면 취리히, 루체른, 베른을 함께 여행한다.

Why to go
1  2015년은 말레이시아 축제의 해. 8월에 보르네오 

문화 축제, 열대우림 세계 음악 축제 등이 열림.

2  한국인이 몰리지 않는 다소 낯선 지역.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음.

How to go
쿠칭에는 국제공항이 있지만, 한국에서 떠나는 직항편은 

없다. 보통 쿠알라룸푸르나 코타키나발루에서 환승한다. 

두 도시에서 쿠칭까지의 비행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이다. 

싱가포르에서도 쿠칭으로 갈 수 있다. 

How to travel
사라왁주는 면적이 남한보다 넓다. 서쪽에 쿠칭, 동쪽에 

미리가 있고, 시부는 중간쯤에 자리한다. 국내선을 이용해 

세 도시를 돌아봐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인 구눙 물루 국립공원은 미리에서 가깝다. 시간이 

없다면 쿠칭과 미리만 여행한다. 

Why to go
1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여자 월드컵 개최.

2  위도가 높은 몬트리올은 여름인 6~8월이 여행하기 

좋음.

How to go
인천-토론토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대한항공이 주 4회 운항하고 있다. 토론토에서는 

국내선으로 몬트리올까지 간다. 캐나다의 서부 관문인 

밴쿠버나 미국 워싱턴, 뉴욕을 경유하는 방법도 있다.

How to travel
몬트리올뿐만 아니라 퀘벡, 오타와까지 일주일 동안 

여행한다. 세 도시는 강으로 연결된다. 몬트리올에서는 

보통 이틀 정도 머문다. 좁은 길을 따라 고풍스러운 건물이 

즐비한 구시가, 시내를 굽어볼 수 있는 

몽로얄(Mont-royal) 공원이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다.

6월 

8월 

▶말레이시아 사라왁(Malaysia Sarawak)

▶스위스 체르마트(Switzerland Zermatt)

▶캐나다 몬트리올(Canada Montreal)

7월 
사진 / 캐나다관광청 제공

사진 / 캐나다관광청 제공

사진 / 말레이시아관광청 제공

사진 / 말레이시아관광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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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1월 미국 콜로라도주 로키산맥의 일부가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로키산맥은 

앵글로아메리카 대륙을 가르는 거대한 산줄기다. 

미국 남부에서 캐나다 북부까지 약 4천500㎞에 걸쳐 

3천~4천m의 고봉이 줄지어 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4천401m의 엘버트 

산(Mount Elbert)이다.

로키산맥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은 숙박하는 사람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하는 명소다.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트레일 리지 

로드(Trail Ridge Road)를 자동차로 누비면 

3천500m에 이르는 고원지대에서 야생동물과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다. 또 공원 곳곳에 숨어 있는 

호수에 차를 세우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물론 대자연의 속살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트레킹 코스도 마련돼 있다.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에서는 지난 9월부터 100주년 행사를 실시해 왔다. 1년간 계속된 축하 이벤트는 2015년 

9월에 대부분 막을 내린다. 폴 리버(Fall River) 방문자 센터에서는 8월 30일부터 한 세기를 돌아보는 사진 

100장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리고, 9월 2일과 3일 비버 메도(Beaver Meadows) 방문자 센터에서는 예술가, 

과학자와의 만남이 이뤄진다. 또 해설사와 함께하는 그랜드(Grand) 호수 도보 여행 프로그램도 9월까지 

진행된다. 

말레이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 연방에서 벗어나 독립했다. 19세기 초반 영국의 

식민지였던 작은 섬은 200년 만에 동남아시아의 경제, 금융 중심지가 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독립 50주년을 

맞이해 연중 ‘SG50’ 이벤트를 개최한다. 2014년 12월 31일 마리나 베이에서의 카운트다운으로 시작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동남아시아 장애인의 스포츠 축제인 ‘아세안 패러게임’(ASEAN Para Games)까지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싱가포르를 연말에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싱가포르 독립 50주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9월에는 국립박물관의 보수가 끝나고, 

11월에는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의 현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국립미술관이 개장한다. 또 어린 

학생들이 설계한 도보 여행 코스도 완성된다. 둘째는 

열대의 크리스마스와 세일이다. 야자수가 무성한 

거리가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장식되고, 번화가인 

오차드 거리의 대형 쇼핑몰에서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실시된다. 

날씨도 나쁘지 않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최저기온이 24도 정도로 내려가 돌아다니기 한결 

수월하다. 저녁에는 뱃놀이를 하며 주요 건축물을 

구경할 수 있는 리버 크루즈를 체험하고, 노천 

식당에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별미를 맛볼 수 있다. 

Why to go
1  2015년은 싱가포르 독립 50주년. 11월에 국립 

미술관 개관 예정.

2  12월은 크리스마스 세일 기간. 열대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음.

How to go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 스쿠트항공이 

싱가포르 직항 노선에서 경쟁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매일 3회, 싱가포르항공은 4회 오간다. 

홍콩, 방콕, 쿠알라룸푸르 등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

How to travel
나흘 일정이 일반적이다. 명소는 남쪽에 몰려 있다. 

지하철인 MRT를 타면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마리나 

베이 샌즈와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하루, 차이나타운과 

올드 시티에 하루를 투자한다. 여유가 있다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해변이 있는 센토사 섬을 방문한다.

규슈 남단에서 약 680㎞ 떨어진 오키나와는 수십 개의 섬으로 이뤄진 제도다. 면적이 1천206㎢인 오키나와 

본섬을 비롯해 이리오모테, 이시가키, 미야코지마 등으로 구성된다. 오키나와에는 원래 독자적으로 형성된 

류큐(琉球) 왕국이 존재했다. 하지만 17세기에 일본의 침입을 받아 속국이 됐고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 

편입됐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27년간 미국의 통치를 받다가 일본 정부에 귀속됐다.

오키나와는 지난 2년간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늘어난 덕분에 방문자가 급증했다. 2012년만 해도 하루 한 

편에 불과했던 인천-나하 노선은 지난 12월 5편으로 증가했다. 저비용항공사가 취항하면서 항공권 가격도 매우 

저렴해졌다. 여행 정보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는 오키나와의 현청 소재지인 나하를 2014년에 떠오른 

여행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루 만에 13세기부터 21세기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키나와는 아열대기후를 보이는 휴양지다. 4월부터 10월까지 해수욕이 가능하고, 가장 추운 1월에도 평균 

최고기온이 20도에 달한다. 2월이면 벚꽃이 피고, 3월에는 반소매 옷으로 거리를 거닐어도 될 만큼 온난하다.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여행지여서 7월과 8월에는 인파로 북적거리고, 5월 초의 연휴인 ‘골든 위크’에도 호텔 

객실을 구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7~9월에는 태풍이 자주 불어온다. 따라서 오키나와의 푸른 바다를 

만끽하려면 6월과 10월이 가장 좋다. 10월에는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나하 축제’가 펼쳐진다. 

Why to go
1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지정 100주년.

2  국립공원과 여행의 거점이 되는 덴버는 9월이 여행의 

적기.

How to go
미국 서부를 거쳐 덴버로 간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에 직항편이 다닌다. 

덴버에서는 현지 여행 상품이나 렌터카를 이용한다. 

덴버에서 로키마운틴 국립공원까지의 거리는 약 

120㎞이다.

How to travel
미국 국립공원은 면적이 넓다. 로키마운틴 국립공원도 

울산광역시 전체와 비슷하다. 공원 안에 있는 호수와 

봉우리를 자유롭게 다니려면 렌터카가 좋다. 9월에는 

순환버스도 운행된다. 노선은 모레인(Moraine) 공원, 

베어(Bear) 호수, 하이커 셔틀(Hiker Shuttle) 등 세 개다.

Why to go
1  핀란드 태생 작곡가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

2  설국(雪國)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여행지.

How to go
핀에어를 타면 헬싱키로 바로 갈 수 있다. 매일 오전 11시 

15분 비행기가 이륙한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수도 있다.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경유하면 

비행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

How to travel
헬싱키에서는 보통 이틀 정도 머문다. 마리메코, 아라비아 

핀란드 등 디자인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일정을 길게 

잡는다. 배를 타고 발트해를 건너면 에스토니아 탈린에 

닿는다. 이틀 여정으로 많이 다녀온다.

Why to go
1  트립어드바이저가 정한 2014년 떠오른 여행지.

2  해수욕이 가능한 마지막 달. 나하 축제가 열림.

How to go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인천과 나하를 왕복하는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오키나와현에 속한 이시가키, 미야코지마 같은 섬은 

도쿄를 경유해 갈 수도 있다.

How to travel
제주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행한다. 대부분 나하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돌아다닌다. 렌터카 요금이 

저렴하고, 기름값도 한국보다 싸다. 오키나와 본섬만 볼 

때는 대개 나흘 정도 머문다. 비즈니스호텔보다는 

리조트에 숙박하는 것이 낫다.

11월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다. 1865년 핀란드 남서부의 헤멘린나에서 태어나 헬싱키에서 음악 학교를 

다녔다. 그는 독일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1899년 웅대하고 장엄한 교향시 ‘핀란디아’를 

발표했다.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에 속한 공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갈망했다. 이 작품은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핀란드인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은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다.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2월에는 핀란드 국립 오페라가 시벨리우스의 작품인 ‘쿨레르보’(Kullervo)를 공연하고 아테네움 

미술관은 3월 22일까지 ‘시벨리우스와 예술 세계’ 전을 연다. 겨울에도 전시와 음악회가 이어진다. 핀란드 

국립박물관은 10월 15일에 시벨리우스 기획전을 시작하고,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가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펼쳐진다. 

헬싱키에서는 시벨리우스의 생애를 좇는 여행 경로도 선보인다. 그가 음악적 영감을 얻고 삶의 만족을 느꼈던 

장소인 헬싱키대학 대강당, 도심의 중심 거리인 에스플라나디(Esplanadi), 칼리오 교회, 시벨리우스 기념탑을 

둘러볼 수 있다. 11월의 헬싱키는 이미 겨울이다. 눈이 흩날리는 북국에서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12월 

9월 ▶미국 로키마운틴 국립공원(U.S.A. Rocky Mountain)

▶핀란드 헬싱키(Finland Helsinki)

▶싱가포르(Singapore)

사진 / 헬싱키관광청 제공

사진 / 헬싱키관광청 제공

(AP=연합뉴스)

▶일본 오키나와(Japan Okinawa)

10월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