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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땅

아라곤이 멀리 한국에서 오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라곤은 주요 도시들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만남의
장소라고도 불립니다. 또 아라곤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프랑스의 이웃이며, 칸타브리아 해와 지
중해로 가는 중간 길목에 있기도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하여 스페인의 주요 도시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그리고 빌바오까
지 모두 약 300km 거리에 있습니다.

아라곤의 면적은 47.720km²로 한국 면적의 절반
보다 조금 작지만, 인구는 130만 명으로 훨씬 적습
니다. 넓은 땅에 적은 인구로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
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아라곤의 수도인 사라고사 역
시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며, 아라곤 인구의 절
반 이상이 수도인 사라고사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라곤은 고유의 역사적 정체성에 자부심이 있는 한
편, 유럽과 문화 및 유산을 공유하는 포용성을 보이
기도 합니다. 수 세기 전부터 유럽의 로마네스크 양
식, 고딕 양식, 그리고 아라곤 세계문화유산인 무데
하르 양식, 르네상스, 바로크, 모더니즘 같은 예술의
굵직한 줄기의 한 부분을 이뤄 왔기 때문입니다.
www.turismodearagon.com

그리고 여러분이 놀랄 만한 아라곤의 경치를 빼놓을
수 없지요. 아라곤의 경치는 다양하고 풍부한 면모
를 갖추었습니다. 몇 km만 지나도 에브로강이 가로
지르는 광활한 평야부터 이베리아 산맥 중 가장 높
은 산들과 피레네산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레네
의 정상, 숲 그리고 협곡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을 눈에 담으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한다면 눈
으로 뒤덮인 산의 절경을 감상하거나 관광 농업과
여러 액티비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라곤에는 이베리아, 로마 및 서고트 문화와 이슬
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문화의 흔적이 깊게 남
아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 훌륭한 역사적 유산을 발
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로맨틱한 장소를 찾는 연인, 가족과 시간을 보내러
오시는 분들, 혹은 친구들과 모험을 즐기기 위해 방
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라곤은 분명 매력적인 여
행지가 될 것입니다.
아라곤에 한번 와 보세요. 그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1 Monasterio de Rueda. Zaragoza

2 Gradas de Soaso, Ordesa, Huesca

2

세 도시
1

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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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uel

테루엘, 사랑의 도시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도시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테루엘은 이사벨과 디에고라는
연인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매년 이사벨의
결혼식(Bodas de Isabel)이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열
며,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극으로 재현합니다. 모든
테루엘 사람들이 중세 시대 옷을 입고 축제에 참여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테루엘 역사지구의 성벽과
대문 그리고 탑들은 중세 시대 마을의 모습을 그대
로 담아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토리코
광장(Plaza del Torico)을 향해 걷다 보면 테루엘의 보
석이라 불리는 가장 아름다운 문화재, 무데하르 양
식을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
로 지정한 무데하르 양식 건물은 이슬람교와 기독
교 융합의 결정체입니다. 산타마리아 성당(Catedral
de Santa María), 산 마르틴 탑(Torre de San Martín)
과 엘 살바도르 탑(Torre de El Salvador), 그리고 산
페드로 교회(Iglesia de San Pedro)에서 그 아름다움
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산 페드로 교회에서는 테루
엘의 연인, 이사벨과 디에고의 영묘(Mausoleo de los
Amantes)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루엘
은 공룡의 서식지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고생
물학 공원(Territorio Dinópois)도 놓치지 마세요.

Huesca

2
3

피레네 산맥 산기슭의 우에스카

알토 아라곤(Alto Aragón)의 수도는 피레네 산맥의 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현대적이고
아름다워 산책하거나 타파스를 즐기기에 좋고 또 위
대하고 전설적인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
습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이베리아-로마 터전에
서 현재의 역사지구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중세 도
시의 성벽을 쌓았고, 이 성벽은 코소(Coso)와 론다
데 몬테아라곤(Ronda de Montearagón) 거리를 완벽
하게 경계 지어 긴 성벽을 따라 걸어볼 수 있습니
다. 눈을 뗄 수 없는 로마 회랑과 아라곤 왕들의 가
장 오래된 판테온이자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산 페
드로 엘 비에호 교회(Iglesia de San Pedro el Viejo), 르
네상스 양식의 궁에 건물인 시청, 아라곤 왕국의 궁
전이었던 건물에 지어진 우에스카 박물관(Museo de
Huesca)을 따라 걸어보세요. 컨퍼런스 센터(Palacio
de Congresos)와 현대 미술을 다루는 예술자연센터
(Centro de Arte y Naturaleza)는 이 도시가 역사뿐 아
니라 미래도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여행으로
오신다면 미겔 세르벳 공원(Parque de Miguel Servet)
을 한 바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지요. 이 공원에는 우
에스카의 상징이 된 새 조형이 유명하기도 합니다.
또 가까운 왈카 테크놀로지 공원(Parque Tecnológico
Walqa)에서 아라곤 천문관(PlanetariodeAragón)도 방
문해 보세요. 천문학 관련 이색적인 활동과 전시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 외 정보
1 Teruel

www.turismodearagon.com

2 Escalinata de Teruel

3 Plaza de la Catedral, Huesca

Zaragoza

에브로 강과 이천 년의 역사를 공유한
사라고사

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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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고사는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도시로 경제 및 문
화 활동이 활발합니다. 또 살면서 꼭 한 번 봐야 하는
유산으로 가득합니다. 에브로 강과 그 비옥한 평원
은 여러 문명이 오고 간 것을 본 역사의 산증인이라
고 할 수 있죠. 사라고사는 이베리아 문명에서 기원
했지만 로마 시대에 크게 번영했습니다. 카이사라우
구스트(Caesaraugusta, 사라고사의 로마 시대 이름)
는 당시 이스파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
였으며 그 시대의 성벽, 포럼, 하항, 공공 온천, 그리
고 무려 6,000명을 수용했던 극장이 오늘날까지 보
존되어 있습니다. 중세기에 도시를 확장하면서 그의
정치적, 문화적 중요성을 각인했는데, 하나의 웅장
한 건물이 그 화려한 전성기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처음에는 이슬람 왕궁이었지만 이후에는 가톨릭 왕
궁으로 사용됐던 바로 알하페리아 궁전(La Aljafería)
입니다. 현재는 아라곤 지방 의회 본부로 사용되고
있지요. 알하페리아의 안뜰과 방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사라고사의 스카이라인은 수많
은 교회 탑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다수가 유네스코
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무데하르 양식 건물
이죠. 산 파블로(San Pablo), 산 힐 (San Gil), 산 미겔
(San Miguel) 그리고 막달레나(Magdalena) 교회에서
그 아름다움을 관찰해 보세요. 사라고사의 역사지구
를 누비다 보면 스페인의 피렌체라고 불렸을 만큼
화려했던 16세기를 연상케 하는 라 롱하(La Lonja)
같은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라 세오 성당(La Seo de San Salvador)과 필라르 성당
(Basílica del Pilar)의 고딕-무데하르 성벽 건축과 예
술에 한 번 더 놀라실 겁니다. 필라르 성당에서는 고
야의 천장화도 확인해 보세요.

이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
한 문화의 교차로였던 사라고사
는 그에 걸맞은 예술 및 문화유산
과 함께 역동적이고 현대적이며
개방적인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4

아직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다면 박물
관, 현대적 건물, 물의 탑(Torre del Agua)이 높게 솟
은 사라고사 엑스포장(Exposición Internacional del
Agua), 국회 의사당(Palacio de Congresos), 엑스포 주
요 건물인 파베욘 푸엔테(Pabellón Puente), 에브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푸엔테 데 테르세르 밀레니
오(Puente delTercer Milenio), 혹은 아쿠아리움(Acuario Fluvial) 등 아직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 쉬
어가고 싶을 때는 호세 안토니오 라보르데타 공원
(Parque José Antonio Labordeta)이나 물의 공원(Parque del Agua)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
을 취하셨다면 유럽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중 하나
인 푸에르토 베네치아(Puerto Venecia)에 가 보세요.
혹은 시내로 돌아와 전통적인 건물을 구경하거나,
엘 투보(El Tubo) 거리를 거닐며 스페인 사람들처럼
타파스를 즐겨 보세요.

5

1

Expo, Zaragoza

3

Plaza del Pilar, Zaragoza

2
4
6

5
6

Monumento a Goya en Plaza del Pilar, Zaragoza

Piraguas en el río Ebro de Zaragoza
Paño Mudéjar, Zaragoza
Palacio de la Aljafería, Zaragoza

www.turismodearag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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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곤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다양한 생물의 왕국
자연을 보기 위해 아라곤에 오셨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다
양한 생태계와 풍경, 그리고 독특한 동식물들이 아라곤 곳곳에서 여러
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이곳의 자연환경
은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과 함께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
다. 아라곤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연 보전의 긴 역
사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이 바로 이곳, 아
라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

아라곤의 피레네산맥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경
치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보존하
는 것이 저희의 임무죠.

오르데사 이 몬테 페르디도

오르데사 이 몬테 페르디도 국립공원(Parque Nacional de Ordesa y Monte Perdido)은 스페인과 유
럽의 자연보호구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입
니다. 1918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피레
네 석회암 산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토를라-오르데
사(Torla-Ordesa), 판로(Fanlo), 비엘사(Bielsa) 테야-신
(Tella-Sin)과 푸에르톨라스(Puértolas)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몬테 페르디도(3,355m)의 석회암은 이 국
립공원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
다. 튼튼한 등산화와 가방을 챙겨 바예 데 오르데사
(Valle de Ordesa), 바예 데 피네타(Valle de Pineta),
바예 데 아니스클로(Valle de Añisclo) 그리고 바예
데 에스쿠아인(Valle de Escuaín)을 방문해 보세요.
이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입
니다. 근사한 동굴과 깊은 협곡, 그리고 얼음이 녹아
만들어진 계곡은 강을 힘차게 흘러 장엄한 폭포를
이룹니다. 더불어 풍부한 생물학적 가치를 지닌 숲
은 이 국립공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포셋-말라데타

우에스카에도 다양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포셋-말
라데타 국립공원(Parque Natural Posets-Maladeta)
은 피레네산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
다. 포셋과 아네토의 정상(각각 3,369m, 3,403m)
은 하늘까지 치솟아 오르는 듯 보입니다. 가장 높은
산맥 중 하나로, 만년설로 뒤덮인 풍광을 자랑하죠.
또 대륙의 가장 남쪽에 자리해 천연기념물로 보호되
고 있기도 합니다. 정상에 오를 계획이 없으시다면
바예 데 히스타인(Valle de Gistaín), 산 후안 데 플란
(San Juan de Plan), 사운(Sahún), 베나스케 이 몬타누
이(Benasque y Montanuy)에서 무성한 숲이나 예쁜
산책길을 걸어 보세요. 호수나 이본(얼음이 녹아 만
들어진 호수)에서 물에 비춘 피레네산맥의 아름다움
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외 정보

1 Monasterio de Piedra, Hu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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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레네산맥의 자연보호구역

2 Parque Nacional de Ordesa y Monte Perdido,
Huesca

2

로스 바예스 옥시덴탈레스

로스 바예스 옥시덴탈레스 국립공원(Parque Natural
de los Valles Occidentales)도 피레네에서 가장 높은
세 개의 산맥 중 하나입니다. 이 산맥의 골짜기(Ansó,
Hecho, Aragüés del Puerto, Aísa y Borau)에는 숲이
무성하여 목초를 활용한 전통적인 가축이 이뤄집니
다. 접근성이 좋아 등산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이 많
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풍부한 강수량 덕분에 수
리사(Zuriza)와 셀바 데 오사(Selva de Oza)에는 너도
밤나무와 왜전나무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아구타스 투에르타스 계곡(Valle de Aguas
Tuertas)과 이본 데 이스타네스(Ibón de Estanés)는 에
메랄드빛 물결을 자랑하죠. 남쪽으로는 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협곡, 라스 포세스 데 파
고 이 비니에스 경관 보전지역(Paisaje Protegido de
las Foces de Fago y Biniés)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1

프레피레네산맥

프레피레네산맥은 높이가 낮고 바예 델 에브로(Valle del Ebro)로 갈수록 지중해 분위기를 풍깁니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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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Nacimiento del Río Pitarque, Teruel
Sierra de Balcés, Huesca
Bierge, Huesca
Castillo de Acher, Selva de Oza, Huesca
Valle de Aguas Tuertas, Hu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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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4

이 산들은 거칠고 가파른 것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육식 새들이 서식하기 좋고, 동시에 조류 관찰 여행
지로 유명합니다.

시에라 이 카뇨네스 데 구아라 국립공원(Parque
Natural de la Sierra y Cañones de Guara)은 아라곤
의 보호 구역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
다. 강과 우곡으로 인해 강한 침식 작용이 일어나 수
십 개의 협곡을 만들어냈고, 현재는 남유럽에서 가
장 중요한 캐니어닝 투어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
론 암벽 등산과 래프팅 등 색다른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소몬타노 데 바르바스트로(Somontano de Barbastro)에서 오야 데 우에스카(Hoya de Huesca)까지
펼쳐진 마요(Mallo, 수직 원기둥 형태의 바위)는 지
리학적으로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가졌습니다. 암갈
색 혹은 불그스레한 색의 거대한 바위벽이 300m
까지 치솟아 프레피레네산맥 곳곳에 장벽을 형성합
니다. 그래서 조류의 왕국이라 불리기도 하고, 암벽
등반하기에도 완벽한 곳이지요. 가장 유명한 마요
는 마요스 데 리글로스(Mallos de Riglos), 아구에로
(Agüero), 그리고 페냐 루에바(Peña Rueba)의 마요
로,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카 근처
에는 산 후안 데 라 페냐 이 몬테 오로엘 경관 보전지
역(Paisaje Protegido de San Juan de la Peña y Monte
Oroel)과 아라곤 왕들의 첫 번째 판테온이었던 수도
원이 있기도 합니다. 거대한 마요스 앞에 경건해진
마음으로 가장 최근에 지정된 시에라 데 산토 도밍
고 경관 보전지역(Paisaje Protegido de la Sierra de
Santo Domingo)으로 가 볼까요? 잠시 바깥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중세 시대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거나
곳곳에서 하이킹을 즐겨 보세요.

5

에브로와 이베리아 산맥의 자연

바예 델 에브로, 그리고 사라고사와 테루엘의 이베
리아 산맥으로 자연보호구역은 완성됩니다. 에브로
강의 평원은 이 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진귀한 강우림과 곡류천
을 만들어준 에브로의 작품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
다. 바로 소토스 이 갈라초스 데 에브로 천연보호
구역(Reserva Natural de los Sotos y Galachos del
Ebro)입니다.
푸름이 만개한, 초목과 습기로 가득한 풍경과는 사
뭇 다른 풍경도 보입니다. 바로 에브로강을 둘러싼
광활하고 특별한 황무지입니다. 이렇게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에서도 독특한 동식물이 살
고 있답니다.
또 하나의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생태계는 바
로 소금 석호입니다. 로스 모네그로스(Los Monegros), 캄포 데 벨치테(Campo de Belchite) 그리고 바
호 아라곤(Bajo Aragón)의 석호가 대표적이지요. 그
중에서도 살라다스 데 치프라나 천연보호구역(Reserva Natural de las Saladas de Chiprana)에서는 서
유럽에서 유일한 내륙 석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석호는 바닷물보다 두 배나 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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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아라곤 남쪽에 자리한 이베리아 산맥의 가장 높은 산
정에도 보호된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몬카요 국립
공원(Parque Natural del Moncayo)입니다. 2,316m
높이에 지중해 월계수나무 숲부터 대서양 너도밤나
무 숲까지 다양하고 광대한 산림을 갖추고 있습니
다. 떡갈나무 숲과 소나무 숲, 그리고 목초지와 험준
한 우곡까지 함께 만나 보세요. 몬카요는 등산을 사
랑하는 분들에게 적지이며 균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에게도 아주 적합한 곳이지요. 타라소나(Tarazona)
와 아란다(Aranda)를 지나 사라고사와 테루엘 산맥
경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곳에서는 자연의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가요칸타 석호 천
연보호구역(Reserva Natural de la Laguna de Gallocanta)입니다. 넓은 고원에 자리해 국제적으로도 중
요한 이 석호는 검은목두루미가 이동하며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수십 종의 철새들도 겨울
에 이곳에서 쉬다 가지요.

이 바로 그것인데, 이 사암에서 최초의 인류로부터 그려
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벽화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
습니다. 몬테스 우니베르살레스(Montes Universales)산
맥 의 한복판에 타호강(Rio Tajo)이 흐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긴 강으로, 곳곳에 귀여운 동물들이 숨어
살기도 하죠. 테루엘 산맥에는 훌륭한 경관들이 많이 있
어 농촌관광이 활발하고, 가족들이 즐기기 좋은 활동과
스포츠가 즐비합니다. 마에스트라스고(Maestrazgo)에
는 꼭 봐야 하는 4가지의 놀라운 천연기념물이 있습니
다. 바로 몰리노스의 유리동굴(las Grutas de Cristal de
Molinos), 폰세카의 다리(el Puente de Fonseca), 피타르
케 강 (el Nacimiento del Río Pitarque)그리고 오르가노스
데 몬토로 (los Órganos de Montoro)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달 산지(sierras de Gúdar)와 하발람브레 산
지(sierras de Javalambre)의 숲과 황야, 그리고 푸에르토
스 데 베세이테 (Puertos de Beceite)의 얼기설기 뒤얽힌
협곡도 있지요. 푸에르토스에는 파리살 협곡 (barranco del
Parrisal)이 돋보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로케스 데 마스뭇
(Les Roques del Masmut) 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붉은색 바위와 독수리 떼, 그리고 엘 살트 데 라 포르테야
다(El Salt de La Portellada)의 20m 높이의 아름다운 폭포
를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토스카나라고 불리는 마타
라냐 (Matarraña)는 예술과 자연의 순수한 보물을 숨기고
있습니다. 마타라냐의 마을을 거닐고 있노라면 중세시대
혹은 르네상스 시대로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3

4

테루엘의 알바라신 산맥(Sierra de Albarracín)에
자리한 피나레스 데 로데노 경관 보전지역(Paisaje
Protegido de los Pinares de Rodeno)에는 특별한 상
징이 하나 있습니다. 붉은 사암을 뚫고 나온 듯한 숲

Pinares de Rodeno, Teruel
2

Calcena, Zaragoza
Moncayo, Zaragoza
Laguna de Gallocanta, Zaragoza
San Nicolás de Bujaruelo, Hu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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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yón, Zaragoza

1
2

6

3
4
5
6

52

등산과 활동적인 여행

산, 강, 호수, 저수지, 동굴, 사막. 그리고 최고의
스포츠 시설. 잊을 수 없는 모험 이야기의 주인
공이 되기 위한 모든 것
모험을 즐기러 오세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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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즐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의 여지
없이 등산이라고 할 수 있죠. 아라곤에는 20,000킬
로미터가 넘는 등산길이 있고, 600개의 다양한 레
벨, 거리 및 경사의 루트들이 있습니다. “아라곤의
등산 여행지(SenderosTurísticos de Aragón)”는 여러
분이 안전하게 루트를 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
를 제공합니다. 피레네산맥 등산길(GR 11), 프레피레
네 루트 (GR 15), 에브로의 자연길 (GR 99), 이베리아
산맥의 등산길 (GR 8, GR 10, GR 24 y GR 90)은 단계별
로 근사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3

산악자전거 또한 등산하면 빠질 수 없습니다. 피
레네산맥(Zona Zero en la comarca del Sobrarbe,
Valles Occidentales, Alto Gállego, Puro Pirineo
Benasque, B-Guara cycling rocks) 과 테루엘에
(Maestrazgo) 여러 산악자전거센터가 있습니다.

모험 같은 여행을 위한 선택지는 끝이 없습니다. 에
세라강(Río Esera)과 가예고강(Río Gállego)에서 즐기
는 래프팅과 카약, 캐니어닝, 암벽 등산, 보호 등산
로, 어드벤처 파크, 유럽에서 가장 길고 빠른 집라인
(Fuentespalda, Hoz de Jaca, Fiscal) 혹은 산타 실리아
(Santa Cilia)의 비행장에서 글라이더를 타고 피레네
산맥 위를 시원하게 날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라곤
의 구석구석을 안내해줄 전문적인 기업들이 곳곳에
있으니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여행지를 골라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라곤은 개발되지 않은 자
연 그 자체입니다. 감동과 영
감을 주는 완벽한 풍경들을
만나보세요.

4

그 외 정보
1

Pasarelas de Montfalcó en Congosto de Montrebei, Huesca

3

Muralla China de Finestres, Huesc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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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5

Parrisal de Beceite, Teruel
Pantano de Lanuza, Huesca
Barranco del Parque Natural de la Sierra y Cañones de Guara, Huesca

5

눈이
부리는
마법

1

12월부터 4월까지, 아라곤 산들이 가장 예쁜 옷으로
갈아입는 때입니다. 하얗게 눈 내린 산은 겨울 스포
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제공하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면 행복
해지죠. 눈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아라곤의 산
은 그 높이와 기후적 환경 덕분에 초겨울부터 초봄
까지 눈 내린 광경을 뽐냅니다.
몬카요, 테루엘 그리고 특히 피레네산맥에는 이상적
이고 아름다운 눈 내린 풍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일반 등산부터 스키 등산까지 여러 관련 스포츠
와 모험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라곤의 알파인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장의 최고 장
점은 바로 스페인에서 가장 넓은 스키 트랙 면적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또 아
이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세요. 또 애프
터 스키 활동들도 즐겨 보세요.

알파인 스키를 연습하기 위한 근사한 스키장들
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
벽하게 갖춰져 있으며, 리프트를 타고 오르면 발
밑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광이 우리의 시선을 빼
앗습니다. 바예 델 리오 아라곤(Valle del río Aragón)
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칸탄추(Candanchú)
스키장과 아스툰(Astún) 스키장이 있습니다.
www.turismodearag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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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바예 데 테나
(Valle de Tena)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스키장이죠. 이
곳에 아라몬 판티코사 (Aramón Panticosa) 와 아라
몬 포르미갈(Aramón Formigal)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예 데 베나스케 (Valle de Benasque) 에
는 피레네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정들이 보이는 아
라몬 세르렐 스키장(Aramón Cerler)이 있습니다. 테
루엘에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아담한 스키장
이 두 개 있는데요, 바로 시에라 데 구달(Sierra de
Gúdar)의 아라몬 발데리나레스(AramónValdelinares)
와 하바람브레 산맥의 아라몬 하바람브레 (Aramón
Javalambre)입니다.
평평하고 경사가 적은 곳을 선호하신다면 아름다
운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
보는 건 어떨까요. 바예스 데 옥시덴탈레스 (Linza,
Gabardito, Lizara), 칸단추(Candanchú), 바예 데 테나
(Balneario de Panticosa), 오르데사와 몬테 페르디도
근처(Fanlo-Valle deVió y Pineta), 그리고 바예 데 베나
스케(Llanos del Hospital) 의 눈부신 경치)에서 즐겨
보세요. 테루엘의 시에라 데 알바라신 (Muela de San
Juan, Griegos) 에도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랙이 있으
니 확인해 보세요.

게다가 피레네산맥에서 즐기는 스노우슈잉, 개 썰매
체험(Benasque, Formigal,Valle de la Partacua), 텔레마
크 스키와 같은 이색적인 액티비티들이 곳곳에서 여
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 정보
1 Mushing-Partacua, Huesca

2 Parque Nacional de Ordesa y Monte
Perdido, Huesca.
3 Astún, Huesca

Foto: Rubén Correas

눈이 부리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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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곤의 겨울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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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예술이 되는 여행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문명과 문
화가 아라곤 땅에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피레네
산맥에서 테루엘 산맥까지 그 역사의 자취를 따라
가 보세요. 웅장한 성들과 유향을 풍기는 수도원, 왕
궁과 성당, 탑과 교회, 그리고 하늘에 닿을 것만 같
은 곳에 있는 작은 예배당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라곤은 풍부한 문화재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시대
및 양식의 유산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우에스카

우에스카(Huesca)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옛
유산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에스카주에서는 피레네산맥의 거친 바위로 지어
진 아름다운 로마네스크 양식의 예술 유산들을 발견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시 사회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세라블로 로마네스크 교회(iglesias románicas del
Serrablo)에서 11세기까지 시간여행을 해 보세요.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피레네산맥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어 그 매력을 더합니다.

산 후안 데 라 페냐(San Juan de la Peña) 수도원은
꼭 들러볼 만한 곳입니다. 10세기 초반에 거대한 바
위에 지어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곳이지요. 수도원의 고립된 위치로 인해
중세시대에 성배와 관련된 전설이 생기기도 했습니
다. 산 후안 데 라 페냐 및 몬테 오로엘의 경관보호지
역에 있으니 꼭 방문해 보세요.

한 시간 십오 분 정도 차도를 달리면 우에스카주에
서 빼놓을 수 없는 로아레 성이 보입니다. 로아레 성
(Castillo de Loarre)은 바위 위에 높게 솟아 있어 그
의 성벽과 바위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
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으로 중세 시대를 그대로 간직해 많은 영화의 촬
영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아레 성의 계단과 샛길,
성루와 예배당, 지하실과 오야 데 우에스카(Hoya de
Huesca)가 훤히 보이는 테라스 풍경은 여러분의 마
음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여행지 Top 50
Palacio de la Aljafería, Zaragoza
Catedral La Seo, Paño mudéjar, Zaragoza

www.turismodearagon.com

Albarracín, Teruel

1
2
3
2

3

사라고사

사라고사(Zaragoza)는 아라곤의 수도로, 이천 년 전
에 로마 도시로서 세워졌습니다. 아우구스토 황제
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라우구스타(Caesaraugusta)라고 이름 지었죠. 로마인, 이슬람인, 유대
인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발자취를 남기고 간 사라
고사에는 여러분이 꼭 봐야 할 유적들이 셀 수 없
이 많습니다.

1

이슬람 시대를 느끼기 위해서는 알하페리아(La Aljafería) 궁전을 추천합니다. 11세기에 이슬람 왕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든 궁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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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시대의 유산으로는 두 개의 아름다운 성당
이 있습니다. 아라곤의 상징인 필라르 성당(Basílica
del Pilar)은 아라곤 마리아 신앙의 중심지이며 사람
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필라르
성당의 웅장함과 균형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필라르 성당의 돔 중에서 두 개의 돔은 아라곤 출신
예술가,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de Goya)가 직접
그려 유명합니다.
라 세오(La Seo)는 이슬람 사원에 지어진 성당으로
칠 세기간의 예술 역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곳입니
다. 사라고사 무데하르의 정점, 미카엘(San Miguel
Arcángel) 예배당 외부에 있는 아름다운 무데하르 양
식의 성벽도 놓치지 마세요.

테루엘

아라곤 남쪽에 위치한 테루엘(Teruel)은 무데하르의
땅이자 사랑의 도시, 혹은 공룡의 도시로도 불립니
다. 테루엘 곳곳에서 분명 놀랄 만한 것들을 발견하
실 것입니다.

2

수도를 벗어난 곳에 있는 신코 비야스(Cinco Villas)
와 몬카요(Moncayo) 그리고 칼라타유드(Calatayud)
와 다로카(Daroca)는 수많은 전설과 예술 유산을 품
고 있어 마치 과거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베루엘
라 시토 수도원(Monasterio cisterciense de Veruela)
이나 무데하르 양식의 타라소나 성당(Catedral de
Tarazona)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테루엘의 무데하르 문화재들은 1986년 유네스코
(UNESCO)가 세계 문화 유산(Patrimonio Mundial)으
로 지정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테루엘만의 매력에
푹 빠져 보세요. 테루엘 성당(13-16세기)은 아름다
운 탑과 돔, 그리고 목재 천장이 돋보이며 “무데하
르 예술의 시스티나 경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
당을 지나 시선을 올려 산 마르틴(San Martín) 탑과
엘 살바도르(El Salvador) 탑을 바라보면 그의 아름
다움에 절로 감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산 페드로 교
회(Iglesia de San Pedro)까지 천천히 걸어 보세요.

5

테루엘의 오래된 길을 걷다 보면 토리코 광장(plaza
del Torico)의 모더니즘 건축물들이 눈에 띕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건축
물은 그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철제 예술 및 식물 장
식과 함께 예쁘게 어우러집니다.
3

테루엘 주변에는 마에스트라스고(Maestrazgo)의 미
람벨(Mirambel)과 같은 중세 마을도 방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페라센세 성(Castillo de Peracense)의
완벽한 실루엣이 보이는 힐로카(Jiloca)에도 꼭 들러
보세요.

그 외 정보

Castillo de Loarre, Huesca
La Seo, Zaragoza
Monasterio San Juan de la Peña, Huesca
Monasterio de Rueda, Zaragoza
Iglesia mudéjar de Montalbán, Teruel
Teruel modern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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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정보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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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순례길

첫 번째 유럽 문화 루트는 사람과 마을이 함께 어
우러지는 곳입니다.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유네
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지요.

아라곤의 무데하르 예술: 세계 유산
무데하르는 가톨릭 왕국의 재정복 이후에도 이베
리아반도에 남아 이슬람 종교와 문화를 유지하며
살던 이슬람교도들에게 붙여진 명칭입니다.

1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순례자들의 행진은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된 후 중세시대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걷는 길은 “프랑스
길”로, 아라곤의 피레네산맥을 가로지르며, 이 루트
는 아라곤 왕국의 첫 번째 수도인 하카를 향합니다.

13세기와 14세기에 정점을 이룬 이슬람교와 기독교
의 융합은 독창적이고 유일하여 2001년 유네스코가
아라곤의 무데하르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
습니다.
무데하르 예술은 벽돌과 석고, 다색의 목재와 유약
을 바른 세라믹 같은 간단한 재료로 놀라운 창작물
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벽과 천장의 화려한 장식에서
무데하르 예술의 아름다움과 유연성이 돋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고유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무데하르 예술을 아라곤에서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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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프랑스를 경계 짓는1,640m 높이의 산맥 솜
폴트(Somport)와 칸프란 기차역부터 리오 아라곤 골
짜기를 걸어 보세요. 15개의 주를 지나는 동안 하카
성당이나 산 후안 데라 페냐 수도원과 같이 셀 수 없
는 역사적 보물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순례길을 걸
으며 멋진 풍경과 함께 평화를 느껴 보세요.

문화유산

4

아라곤에는 157개의 무데하르 문화재들이 있습니
다. 테루엘(Teruel) 또한 무데하르 예술의 수도로 간
주되죠.

5

2

그 외 정보

종교 관광: 영성 여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년 주요 종교 지역을 방문합
니다. 그중에서도 사라고사는 기독교와 마리아 신앙
의 요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야보
고보가 에브로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그를 위로
하기 위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 자리
에 있던 기둥에 성당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로 인해 사라고사의 필라르 대성당은 프랑스의 루르
드와 포르투갈의 파티마를 이어 마리아 신앙 순례길
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6
1 Templo budista Panillo, Huesca
2 Estación de Canfranc, Huesca
3 Camino de Santiago, Huesca

우에스카의 마리아 신앙 중심지인 리바르고사(Ribargoza) 주의 토레시우다드 성전(Santuario deTorreciudad)도 놓치지 마세요.

우에스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는 파니요(Panillo)
불교사찰도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유일한 티베트
불교 사찰입니다.

4 Daroca, Zaragoza

5 Castillo de Peracense, Teruel
3

6 Torre mudéjar de San Martín, Ter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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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사로잡는
마을

1

아름다운 마을의 매력
아라곤은 역사중심지로 지정된 아름다운 마을들을 자랑
합니다. 과거의 예술 유산을 그대로 간직해 온 이 마을
들을 만나 보시죠.

역사의 흔적으로 가득한 거리를 걷는 것은 잊지 못할 경
험이 될 것입니다.
우에스카(Huesca)에서는 스페인에서 가장 예쁘기로 유
명한 안소(Ansó), 아인사(Aínsa) 그리고 알케사르(Alquézar)를 꼭 방문해 보세요.

안소(Ansó)는 아라곤 피레네산맥의 분지로 프랑스 국
경과 50km 내지로 접하고 있습니다. 안소의 특별한 지
리적 조건은 수년에 걸쳐 안소 사람들만의 생활 모습과
특징을 만들어냈지요. 전형적인 피레네산맥 마을인 안
소는 그 특유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돌과 나무 그리
고 붉은색의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늘어선 시가지
는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합니다. 게다가 이 지
역의 특산물 고기로 만든 음식들과 버섯은 놓칠 수 없
는 별미죠.

2
3

신카강(Ríos Cinca)과 아라(Ara)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
아인사(Aínsa)는 걷기나 자전거 여행하기에 좋고,
산악인과 스키어, 그리고 사냥과 낚시를 즐기는 분
들이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특
별한 장소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오르데사 및
몬테페르디도 국립공원, 그리고 포세츠 말라데타 자
연 보호 구역을 방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은
화려한 과거를 모두 보존하고 있어 역사-예술 중심
지로 지정되었고, 역사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1시간 정도 차도를 달리다 보면 알케사르(Alquézar)가 보입니다. “소몬타노의 진주”라고 알
려진 알케사르는 아라곤에 오셨다면 꼭 보고 가
야 할 마을이며, 역시 역사-예술 중심지로 지정
됐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길을 천천히 걷다 보
면 마치 중세 시대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합니다.
이 마을을 둘러싼 협곡과 절벽 덕분에 과라 산맥(Sierra de Guara)이 캐니어닝 장소로 유명해지기도 했
죠. 소몬타노 원산지의 와인과 맛있는 올리브유도 꼭
맛보시고 가세요.

그 외 정보

1 Alquézar, Hu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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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rambel, Teruel
3 Aínsa, Huesca

사라고사 주의 소스 델 레이 카톨리코(Sos del Rey
Católico)는 아라곤에서 중세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한 곳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길과 건축물이 한
점의 예술 작품이 되는 이곳은 페르난도 왕의 태생
지며, 과거에 아라곤 왕국과 나바라 (Navarra) 사이의
방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테루엘의 남서쪽에는 알바라신(Albarracín)이 보입
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경이로운 곳 중
한 곳이죠. 산모퉁이에 우뚝 서서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름다운 중세 시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알바라
신의 가파르고 비탈진 길을 천천히 걸어 보세요. 유
럽 특유의 아름다운 철제난간, 붉은색 벽돌과 목재
를 감상하며 잠시 길을 잃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미람벨(Mirambel) 역시 여러분을 먼 과
거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미람벨의 역사지구는 아
라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지구 중 하나이며, 덕
분에 에우로파 노스트라 상(Premio Europa Nostra)을
받기도 했지요. 미람벨의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곳곳
에서 발견해 보세요. 미람벨은 마에스트라스고 문화
공원(Parque Cultural del Maestrazgo)의 한 부분이며,
그로 인해 풍부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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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음을 사로잡는 마을

2

농촌관광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과 문화 유산 그리고 맛집과 그 지역의 사람들
을 직접 만나 보며 지속 가능한 여행을 즐겨 보세요.
전통적인 건축물의 아담하고 아름다운 전원 주택에
서 숙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 특유의 풍습
에 스며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
는 덤이고요.

5

여행은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품
은 예술 유산들을 만나보고 직접
그 속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3

1

Ansó, Huesca

3

Montañana, Huesca

2
4
5

Albarracín, Teruel

Aínsa, Huesca
Valle de Pineta, Hu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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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전통과 맛

음식. 전통과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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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곤은 농부와 축산업자 그리고 원예사와 목자들
의 땅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식탁에 고품질의 음
식을 제공하는 주인공들이지요.

아라곤의 여러 맛있는 음식 중에서도 원산지가 인
증된 식품들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겠지요. 숯불에 구
운 새끼 양고기 요리인 떼르나스꼬, 테루엘의 맛 좋
은 하몬, 깔란다의 복숭아, 푸엔테스의 양파, 그리고
스페인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바호 아라곤과 시에
라 델 몬까요의 올리브유가 대표적입니다. 또 최고
의 음식과 곁들일 소몬타노(D.O. Somontano), 까리
녜나(D.O. Cariñena), 칼라타유드(D.O. Calatayud), 캄
포 데 보르하(D.O. Campo de Borja) 와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채를 좋아한다면 샐러드나 야채수프, 혹은 토마
토,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보라하를 꼭 드셔 보세요.
반찬이 따로 필요 없는 진수성찬이 될 것입니다. 우
리 숲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며, 가장 까다로운 미식
가들이 찾는다는 블랙 트러플, 그리고 버섯 철과 힐
로까의 사프란도 잊지 마세요. 피레네 산맥의 송아
지 고기, 아라곤의 치즈와 엠부티도, 그 중 그라우스
의 유명한 롱가니사를 꼭 기억해 두세요. 기를라체,
러시안 케이크와 같은 아몬드가 주재료인 후식도 있
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무데바르의 트렌
사 그리고 체리, 배, 사과, 딸기와 같은 철 과일은 신
선하게 먹어도 맛있고, 설탕에 절여 먹어도 맛있습
니다. “frutas de Aragón”(아라곤의 과일)과 같은 유명
한 과일 맛 초콜릿도 놓치지 마세요.

전통 음식의 지혜를 엿보기 위해 여러 식당을 다니
며 타파스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파스를 즐
기다 보면 그 지역의 대표 요리도 발견할 수 있겠지
요. 아라곤에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이 여럿 있
으니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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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인 여행. 와이너리 투어

2

아라곤의 레드 와인,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리
고 카바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중에는 아라곤 토착 포도로 만든 가르나차 품종
의 와인도 있습니다. 아라곤은 와인과 와이너리 투
어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여행지가 될 것입니
다. 와이너리를 중심으로 포도재배산업과 문화를 체
험하고 더불어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재들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3

아라곤 와인 명산지 네 곳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포도 양조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식
및 시음 그리고 가이드 투어를 통한 이색적인 여행
옵션을 제공합니다.
• 피레네산맥의 산기슭에는 소몬타노 와인 산지
(D.O. Somontano)가 있습니다. 이곳의 이른 포도 수
확 기간에는 유명한 소몬타노 와인 페스티벌도 즐길
수 있습니다.
• 이베리아 산맥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되었으
며, 포도 수확 축제의 근원지인 까리녜나 와인 산지
(D.O. Cariñena)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바예 델 할론의 이베리아 산맥에는 칼라타유드
와인 산지(D.O. Calatayud)도 있습니다. 모나스테리
오 데 피에드라의 오래된 와이너리에 있는 아름다운
박물관도 방문해 볼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몬까요 주변에는 캄포 데 보르하 와
인 산지 (D.O. Campo de Borja) 가 있습니다. 더불어 “
가르나차 루트”나 멋진 베루엘라의 시토 수도원 박
물관까지 함께 방문해 보세요.

그 외 정보
1 D.O. Jamon de Teruel

2 Restaurante estrella Michelin
3 Puerta Cinegia, Zaragoza

슬로우
드라이빙

슬로우 드라이빙

34 | 35

차도가 바로 여행지입니다
아라곤의 도로를 따라 차,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타고 “슬로우 드라이빙”을 즐겨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이끄는 곳에 잠시 내려 볼 수 있는 것이 슬로
우 드라이빙의 묘미입니다.
스페인 관광지 및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문화재를
발견할 수 있는 색다른 여행 방법이지요.

슬로우드라이빙 홈페이지(slowdrivingaragon.com)에
서 16개 루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험 정신으로 가득한 분들을 위해 각 루트를 즐길
방법 및 볼거리 등이 정리되어 있으니, 여러분 의 방
식대로 여행 계획을 세워 보세요.
첫 번째 루트는 아라곤 북쪽에서 남쪽까지 횡단하
는 루트입니다. 산과 평야 그리고 포도밭이 펼쳐진
장관과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와 마을들을
지나며, 아라곤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눈에 담아 보
세요.

루트 1을 선택하셨다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게 적지인 우에스카(Huesca)에 먼저 도착합니다. 프
랑스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칸프란 기차역(la
Estación Intermodal de Canfrac) 이 있는데, 스페인
에서 가장 중요한 모더니즘 건물로 인정받아 역사
및 예술 문화재로 지정됐지요. 의심의 여지 없이 스
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20분 정도 더 가게 되면 하카(Jaca)라는 도시
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은 아라곤 피레네산맥의 수도
이며 아라곤의 첫 번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하카
의 성당은 스페인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 중에서 가
장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장엄한 오각형 요새의 하
카 성곽은 이 도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www.turismodearagon.com

이곳에서 조금만 더 가시면 전설적인 산 후안 데
라 페냐 수도원(Real Monasterio de San Juan de la
Peña)이 보입니다. 이 수도원은 거대한 바위로 둘러
싸여 주변 자연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아라
곤 왕국의 요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티아고 순례
길의 순례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의 성배와 관련된 전설로도 유명하죠.
루트를 따라가다 보면 마요스 데 리글로스(Mallos de
Riglos)가 눈 앞에 펼쳐집니다. 자연의 놀라운 경관
중 하나죠. 300미터가 넘는 곧추선 석회질 역암입니
다. 리글로스(Riglos)와 마요스(mallos)로 불리는
수직 원기둥 형태의 바위, 그리고 가예고강은 등산
하기나 조류 관찰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신다면 가예고강의 급류를 따라 래프
팅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로아레 성(Castillo
de Loarre)도 놓치지 마세요. 11세기와 12세기 사이
에 지어진 대표적인 요새이며, 아라곤에서 가장 장
엄하고 화려한 성으로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
마네스크 양식의 성입니다. 게다가 많은 영화의 촬
영지가 되기도 했지요.

네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삼십 분 정도 더 가다
보면 다로카(Daroca)에 도착합니다. 성벽으로 둘러
싸인 이 아름다운 도시는 역사 중심지(Conjunto Histórico)로 지정되었고, 중세미술의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유적들을 품고 있습니다.

아라곤 남쪽에 위치한 테루엘(Teruel)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역사지
구를 걷다 보면 무데하르 예술의 아름다움에 감탄하
게 됩니다. 이 무데하르 양식 역시 세계 유산으로 지
정되었습니다. 또 테루엘은 그의 역사와 전설로 인
해 사랑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공룡과 하몬의 수도
로 불리며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것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차도로 돌아가서 사리온
(Sarrión)에 들러 보세요. 블랙 트러플의 고장으로 알
려져 있는 이곳은 이토록 특별한 버섯이 자라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트러플 축
제가 열리는데, 이 때 사리온의 여러 식당에서 “블랙
다이아몬드” 맛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3천 킬로미터가 넘는 슬로
우 드라이빙 루트가 여러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ZARAGOZA

HUESCA

TERUEL

1 Trufas de Sarrión, Teruel
2 Lárrede, Huesca

3 Mallos de Riglos, Huesca
슬로우 드라이빙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여유롭게 곳곳을 누리며 여행을 즐기세
요. 각 지역의 유명한 음식을 맛보세요.
전에 본 적 없는 놀라운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어 여행하는 경험을 해 보세요.

이제 사라고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2천년의 역사를
가진 수도 사라고사는 다양한 문화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고사의 이슬람 시대를 대표하는 알
하페리아 궁전(La Aljafería)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에브로강변에는 필라르 성당
(Basílica del Pilar)이 우뚝 솟아 있는데, 이는 스페
인 바로크양식 성당으로 탑 하나 하나가 이 지역의
상징이죠. 토지와 경치가 와인으로 하나 되는 곳, 까
리녜나에도 방문해 보세요.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재배 지역 중 하나이며, 아라곤의 와인 원산지

3
2

아라곤 7일
여행 코스

2

1

아라곤 7일 여행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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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곤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해 보세요
1일 산 후안 데 라 페냐와 칸프란

하카(Jaca)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의 숨은 보물인 산
후안 데 라 페냐 수도원(Real Monasterio de San
Juan de la Peña) 방향으로 가는 루트를 시작합니
다.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산타 크루스 데
라 세로스(Santa Cruz de la Serós)마을에도 들러 보
세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 프랑스와 맞닿
아 있는 곳에 아름다운 칸프란 국제 기차역(Estación
Internacional de Canfranc)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하카로 돌아오는 길에 하카의 성당과 성곽을 감상
해 보세요.

2일 오르데사와 아인사

하카에서 한 시간 거리에 토를라(Torla)가 있습니다.
토를라는 오르데사 및 몬테 페르디도의 국립 공원
(Parque Nacional de Ordesa y Monte Perdido) 바로
앞에 있어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한 시간가량 차
를 타고 가면 아인사(Aínsa)에 도착합니다. 아인사에
서 마치 중세 시대에 시간이 멈춘 듯한 구시가지를
천천히 걸어 보세요.

3일 알케사르와 구아라 산맥

알케사르(Alquézar)는 스페인에서 가장 예쁜 마을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아랍인들이 지배할 당시 지어
진 언덕 위의 성 밑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마을
입니다.
구아라 산맥 및 협곡 자연공원(Parque Natural de la
Sierra y Cañones de Guara)의 한 부분으로 자연은 물
론 급류타기나 암벽 등산 같은 스포츠를 즐기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와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다면 소몬타노 와
인 루트의 와이너리들을 꼭 방문해 보세요.

그 외 정보
Valle de Pineta, Huesc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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Órganos de Montoro, Teruel 2

Monasterio de Piedra, Zaragoza 3

4일 우에스카와 로아레 성

우에스카(Huesca)주 북쪽에서 30킬로미터 정도
를 지나면 중세 시대 요새인 로아레 성(Castillo de
Loarre)이 장엄하게 서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요새로 많은 영화의 촬영
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험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레이노 데 로스 마요스
(Reino de los Mallos)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
다.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에서 급류를 타고 짜릿
한 래프팅을 즐겨 보세요.

5일 사라고사

7일 테루엘과 알바라신

테루엘(Teruel)은 아라곤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입
니다. 무데하르와 공룡의 수도로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도시죠.

삼십 분 정도 더 가다 보면 스페인에서 가장 예쁜 마
을 중 하나인 알바라신(Albarracín)에 도착하게 됩니
다.
이곳에서 몇 킬로미터만 지나면 나오는 피나레스 데
로데노 경관보호구역(Paisaje Protegido de los Pinares de Rodeno)도 놓치지 마세요.

아라곤의 수도이자 2천 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 사라
고사(Zaragoza)에서는 도시를 상징하는 필라르 대성
당, 산 살바도르 “라 세오”성당, 그리고 알하페리아
궁전에 꼭 들러 보세요.
카이사라우구스타 루트는 로마 도시로 여러분을 안
내할 것입니다. 천재 화가 고야의 흔적을 따라가 보고
싶다면 사라고사 박물관을 방문해 보세요.

6일 모나스테리오 데 피에드라

모나스테리오 데 피에드라(MonasteriodePiedra)는 고
요하고 평화로운 정원으로, 폭포와 호수, 그리고 풍
부한 초목이 시토 수도원을 둘러싸고 있어 아름다움
을 더합니다.
테루엘(Teruel)에 가는 길목에서는 아라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다로카(Daroca)를 지나가
게 됩니다.
특히 겨울에 가요칸타 호수(Laguna de Gallocanta)에
꼭 가 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조류가 서식하여 새들
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3

사라고사-우에스카 4일 여행 코스

사라고사와 테루엘 4일 코스

1일

1일

사라고사를 상징하는 필라르 성당, 라 세오 성당 그리
고 알하페리아를 방문해 보세요. 또 세계적으로 유
명한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을 곳곳에서 발
견해 보세요.

1

2일

2일

알케사르(Alquezár)는 베로강이 만들어낸 깊은 협
곡 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구아라 산맥 및 협곡 자
연공원（Parque Natural de la Sierra y Cañones de
Guara）의 일부기도 하지요. 지역 가이드와 함께 알
케사르의 유명한 좁은 다리를 통해 협곡을 따라 내려
가 보세요．

모나스테리오 데 피에드라(Monasterio de Piedra)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호수와 폭포가 마법을 부린 듯
한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자연을 만끽하
며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오래된 수도원에서 하룻
밤을 묵어볼 수도 있습니다. 테루엘로 가는 길목에
서 다로카(Daroca)에 들러 성벽을 따라 걸어 보는 것
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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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역사중심지로 지정된
아인사(Aínsa)에 도착합니다. 이 지역 특유의 전
통 음식을 꼭 드셔 보세요. 그리고 오르데사 및 몬
테 페르디도 국립 공원(Parque Nacional de Ordesa y
Monte Perdido) 입구에 있는 토를라(Torla)에 잠시 들
렀다가 하카(Jaca)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완벽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2

4일

테루엘은 1986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무데하르
의 수도, 또는 사랑과 하몬의 수도로 불리기도 합니
다. 테루엘의 건축 예술을 감상하며 오래 전부터 전
해져 내려오는 테루엘의 연인 이야기에 흠뻑 빠져
보세요. 테루엘의 하몬은 단연 최고입니다. 또 유럽
에서 가장 큰 고생물학 공원인 디노폴리스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4일

산타 실리아(Santa Cilia)의 비행장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장관을 감상해 보세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몇 킬
로미터만 가면 전설적인 산 후안 데 라 페냐 수도원
(Monasterio de San Juan de la Peña)도 있습니다. 마
요스 데 리글로스(Mallos de Riglos)까지 루트를 따
라가 보세요. 무리요 데 가예고(Murillo de Gállego)
에서 가예고강의 급류를 타고 짜릿한 래프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에스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럽에
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네스크양식 요새인 로아레 성
(castillo de Loarre) 도 방문해 보세요．

몇 킬로미터만 더 가면 모라 데 루비엘로스(Mora de
Rubielos)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인 “블
랙 트러플”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서 꼭 맛 보세요．

Albarracín, Teruel
Puente de Piedra, Zaragoza
Los amantes de Teruel, Teruel
Monasterio San Juan de la Peña, Huesca
Parque Nacional de Ordesa y Monte Perdido, Huesca
Traje tradicional de Ansó, Hu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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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가 질 때쯤에는 4개의 와인 루트 중 하나인 소몬타
노 와이너리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일

알바라신(Albarracín)은 스페인에서 가장 예쁜 마을
로 지정된 곳 중에서도 특별한 마을로, 중세 시대를
그대로 간직한 건축물들이 돋보입니다. “승마 여행”
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함께 힐링할 수 있
는 특별한 경험도 놓치지 마세요.

사라고사(Zaragoza)에서는 필라르 성당과 라 세오 성
당, 그리고 알하페리아가 가장 유명합니다. 또 사라고
사 시내의 투보(Tubo) 거리는 여러 가지 타파스를 맛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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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