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고사

사라고사는 아라곤 중앙에 자리하며 교통이 편리하
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속열차로 마드리드와 바
르셀로나에 단 한 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있으며, 사
라고사 공항은 밀란, 파리, 그리고 런던 같은 유럽의
주요 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권
을 누리는 사라고사는 먼 옛날에도 여러 문화의 교차
점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지나간 다양한 문명들
이 다정하고 친절하며 열린 마음을 가진 아라곤 사람
들의 성격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라고사의 기원인 2천년 전 로마 문화는 카이사라
우구스타 루트에서 포럼, 공용온천장, 그리고 하천 항
구와 극장 같은 유적들을 통해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Parque Nacional de Ordesa y Monte Perdido. Huesca

우에스카

우에스카주에서는 유네스코가 세계 유산으로 지
정한 오르데사 및 몬테 페르디도 국립공원(Parque Nacional de Ordesa y Monte Perdido)에서 시
작해서 유럽에서 가장 생동적인 사막인 모네그로
스의 사막(Desierto de los Monegros)까지 풍경이
여러 번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피레네 산
맥의 자연은 아라곤에서 가장 큰 가치를 인정 받
는 곳 중 하나로, 거대한 산골짜기와 넓은 숲, 그
리고 수많은 호수들이 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우에스카는 자연과 모험적인 스포츠를 즐기는 사
람들에게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파인 스키를 즐길 만한 근사한 스키장들이 바
로 이곳에 있습니다.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는
구아라 산맥 및 협곡 자연공원(Parque Natural de
la Sierra y Cañones de Guara)에서 캐니어닝이나
암벽 등산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가 되어
보는 경험도 놓칠 수 없습니다. 또 가예고(Gállego)강이나 에세라(Ésera) 강의 급류를 타고 래프
팅을 즐길 수도 있죠.

필라르 대성당은 스페인에서 가장 큰 바로크 양식의
성당이며 사라고사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필라르 성당 근처에는 여러 양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살바도르 성당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알하페리아 궁전도 사라고사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 왕들이 쉴 수 있도록 지
어진 궁전으로 타이파 왕국이 정치적, 문화적 정점에
다다랐을 때의 화려함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테루엘

남쪽에 자리한 테루엘은 무데하르 양식의 세계적인 수도입니
다. 아라곤의 무데하르 유산들은 200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
계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3세기와 14세기에 절정에 이
른 두 문화가 공존하여 일구어낸 열매이자, 유일하고 독자적
인 유산이기 때문이죠.

사라고사의 이러한 풍부한 역사 유산은 현대성 및 적
극성과 함께 공존합니다. 그 예로 푸에르토 베네시
아(Puerto Venecia)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중 하나인데, 쇼핑은 물론이고 오락 및 맛있는 음식
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또 사라고사 시내의 거
리를 누비며 여러 가지 타파스를 먹어보는 것도 추
천 드립니다.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몬카요 국립공
원(Parque Natural del Moncayo)과 함께 아라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타라소나(Tarazona)에
도착하게 됩니다. 타라소나는 “스페인 르네상스의 시
스티나 성당”으로 알려진 성당이 유명하죠.

칼라타유드(Calatayud)는 와인의 땅이자, 무데하르
의 땅, 또 온천의 땅입니다. “역사 정원 공원”으로 불
리는 모나스테리오 데 피에드라(Monasterio de Piedra)는 폭포와 호수, 그리고 동굴로 가득한 특별하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그리고 의료용 광천수 온천들
도 여럿 있으니 안 가 볼 수 없겠죠. 칼라타유드의 와

Valderrobles. Teruel

이너리에서 훌륭한 와인을 시음하다 보면 무데
하르 양식의 놀라운 유산 또한 발견하실 수 있
을 겁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고생물학 공원에서45억년 전 공룡 시대로
시간 여행을 해 보세요. 지구의 첫 심장 소리를 들어 보고, 지
구에 존재했던 가장 기이한 생물인 공룡들의 흔적을 발견해
보세요.

오래된 성으로 둘러싸인 다로카(Daroca)는 의심
의 여지 없이 아라곤에서 가장 예쁜 도시 중 하
나입니다. 성에 도착할 때까지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이 마을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살아 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죠.

Nacimiento del río Pitarque. Teruel

테루엘은 사랑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2월 14일 주
의 주말에 테루엘의 거리는 중세 시대로 치장합니다. 바로 테
루엘의 연인(Amantes de Teruel)이라는 극을 위해서죠. 국가
관광 관심사로 지정된 이 축제에서 테루엘은 아름답고 비극
적인 남녀의 이야기를 재연하기 위해 마치 12세기로 돌아가
는 듯합니다.

Catedral de Santa María. Huesca

스페인에서 가장 예쁜 마을로 지정된 세 개의 마
을이 바로 우에스카주에 있습니다. 안소(Ansó),
아인사(Aínsa), 그리고 알케사르(Alquézar)입니
다. 로아레성(Castillo de Loarre)은 유럽에서 가
장 잘 보존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으로, 올랜
도 블룸이 주연하고 리들리 스콧이 감독한 영화,
“Kingdom of Heaven”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습
니다.

Escalinata mudejar. Teruel

우에스카주에는 4개의 미슐랭 식당과 빕 구르망
(Bib Gourmand) 레스토랑들도 있으니 최고급 요
리를 음미해 보세요. 또 우에스카주의 와인 루트
는 시음과 함께 친절한 안내를 제공하니 오감이
즐거운 와이너리 투어도 놓치지 마세요. 숙박시
설로는 고급 호텔도 있고, 우에스카 마을 사람들
이 사는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원주택
도 있습니다. 혹은 자연 한복판에서 캠핑을 하거
나 방갈로에서 하룻밤을 묵어볼 수도 있죠.

스페인에서 가장 예쁜 마을 중 하나인 알바라신(Albarracín)
의 가파른 거리에서 잠시 길을 잃어 보세요. 거리의 구석구석
에서 알바라신을 상징하는 붉은 색의 집과 문, 그리고 발코니
와 목각 장식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을 것입니다. 피나레스
데 로데노(Pinares de Rodeno)의 경관보호구역은 와인색의 사
암들 사이에서 자라난 광활한 소나무 숲으로, 꼭 방문해 볼 만
한 곳입니다.

알카니스(Alcañiz)는 모터랜드 개최지로 그랑 프리 모터사이
클 레이싱(MotoGP) 같은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삼십 분 정도 더 가다 보면 멋진 자연 풍경으로 둘러싸인 마
타라냐(Matarraña)의 중세 마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풍부한
자연과 지질 및 문화유산으로 가득한 마에스트라스고 문화 공
원(Parque Cultural del Maestrazgo)을 끝으로 알카니스 방문
을 마치면 완벽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Castillo de Loarre. Huesca
Monasterio de Piedra. Zaragoza

Palacio de la Aljafería. Zaragoza

테루엘은 원산지 명칭 보호를 받는 하몬과 블랙트러플이 세계
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하몬과
블랙 트러플의 생산지가 바로 테루엘이죠. 테루엘에서 오감이
즐거운 여행을 즐겨보세요.

아라곤

사라고사는 스페인의 주요 도시인 마드리드, 바
르셀로나, 발렌시아 그리고 빌바오와 가까워서
지리적으로도 특별한 장점을 지녔습니다.

아라곤은 풍부한 역사유산을 지닌 땅으로 로마
인, 이슬람교인,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남
기고 간 흔적이 짙게 남아있어 다양한 문화 및
역사적 유산을 자랑함과 동시에 원시림과 광대
한 숲, 사막, 피레네 산맥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
고 매력적인 마을들까지 가지각색의 볼거리를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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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ínsa. Hu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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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리아반도 북동쪽에 자리한 아라곤에 오
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라곤 자치주의 면적은
47.720,45 km2이며, 130만 명 이상의 인구
가 살고 있습니다. 우에스카(Huesca), 사라고사
(Zaragoza), 그리고 테루엘(Teruel) 세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사라고사는 아라곤의 수
도이자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된 곳입니다.

아라곤

www.turismodearag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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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Ordesa y Monte Perdido. Hu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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