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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수도마드리드와스페인남부서쪽에자

리한 안달루시아 지방은 카톨릭과 이슬람 종교가

유럽문명과동양적요소가조화롭게어우려져그매

력을더하는곳이다

스페인동부카딸루냐지방의바르셀로나가가우

디의건축물이대표적이라고하면마드리드와안달

루시아지방은이슬람교와그리스도교등이혼재한

다양한스페인문화와역사를한눈에볼수있다

마드리드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톨레도와 코르도

바 세비아로 이어지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여행 코

스는 스페인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

어더욱매력적이다

투우와플라맹고 돈키호테 이슬람왕궁등곳곳

에 널려있는 스페인 문화를 만나 보면 만나볼 수록

왜 스페인이 정열과 열정의 나라인지를 짐작케한

다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다

문화예술과산업의중심지이기도하다

16세기까지는옛수도톨레도를방어하기위한요

새정도였던도시였지만 펠리페 2세가이곳에왕궁

을 짓고 한 세대 뒤인 1607년에 펠리페 3세가 공식

수도로지정해오늘로발전했다

마드리드의관광의시작은마요르광장에서시작

된다 광장주변은옛도심을그대로간직하고있다

당대의유명한건축가들이지은당당한신고전주의

양식의건물과대로들과는대조적으로비좁고미로

를이룬길들이눈길을끈다

광장은 1년 365일 쉽게볼수없는거리예술가들

의 각종 공연이 펼쳐지고 벼룩시장이 열리면서 현

지인들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항상북적거린다

마요르광장주변으로는여기저기노천카페들이

펼쳐놓은 테라스가 가득해 식욕을 돋우는 각종 음

식들이관광객들의시선을사로잡고있다

마드리드중심부의스페인왕궁은화려하면서웅

장하다 예술품과 역사적 사료들로 가득하고 왕궁

내 무기 박물관에는 중세시대 쓰인 국왕의 갑옷 등

각종무기가전시돼있다

마드리드하면빼놓을수없는게마드리드를지역

연고로 한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이다 전 세계적으

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홈 경기장은

연일관광객들로장사진을이루고있다

경기장내에는레알마드리드팀의역사관과각종

경기에서 수상한 트로피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고

선수들을 이용한 다양한 마케팅이 펼쳐지는 등 하

나의인기있는관광상품이됐다

마드리드에는또세계 3대 미술관으로꼽히는프

라도 국립미술관과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가

있다

엘 그레코 고야 벨라스케스 루이스 데 모랄레

스 안젤리코 뒤러 라파엘로 루벤스 피카소 모네

등스페인을대표하는화가들을만날수있다

마드리드관광을마치고남서쪽으로향하면스페

인의옛수도인톨레도가있다 도시 전체가유네스

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톨레도는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간직하고있어타임머신을타고마치중세에

온듯한기분이다 종교적으로는그리스도교아랍

유대 문화가 하나로 융합된 도시여서 곳곳의 건축

물에서도 각각의 종교적인 색채가 독특하다 톨레

도대성당은세계적으로유명해성지순례지로도인

기가많은곳이기도하다

14세기에지어진톨레도성채는가장아름다운유

적으로 손꼽힌다 서고트인 무슬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수차례 재건설이 되었던 곳으로 강물을 끼

고산기슭에자리한성채는마치요새와같다

톨레도를뒤로하고남서쪽으로이동하면중세이

슬람의문화중심지인코르도바가나온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중세 영화에서

나볼수있었던과달키비르강의다리를지나펼쳐

지는 중세 이슬람 건축물들은 스페인의 색다른 문

화에빠져들게한다

코르도바는 8세기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한 무어

인들이 점렴한 곳으로 이슬람과 스페인의 문화와

건축양식이뒤섞여있어볼거리가많은곳이기도하

다

이슬람사원을성당으로개조한코르도바대성당

은거대한아치와기둥 화려하게장식된돔천정등

이관광객들의눈길을사로잡는다

대성당을나오면미로처럼좁은골목길이이어지

는 유대인 거리가 있다 이슬람의 박해에 시달리면

서도작은마을을꾸려살아갔던유대인들의고단한

삶이느껴지는곳이다

하지만 다양한 꽃 화분으로 꾸며진 골목의 폭은

12m로 한여름에도그늘이질수있도록한유대

인들의생활지혜가엿보인다

골목막다른길과중심지에는유대인들의쉼터가

됐던 작은 광장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각국에서찾아온여행객들의쉼터로사용되고

있다

세비야로이동하는길에세르반테스의소설돈키

호테 배경이 된 콘수에그라는 꼭 방문하길 권유한

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창과 방패를 든 돈키호테가

관광객들을 제일 먼저 반긴다 세르반테스가 소설

돈키호테를썼다는주막이아직도관광객들을맞이

하고 있고 돈키호테가 창을 들고 돌진한 풍차들이

언덕위에고즈넉히자리하고있다

콘수에그라를 지나면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는 세비아가 있다 이슬람교도

들이스페인을지배했을때수도였다

또한스페인의신세계탐험의중심지였던역사적

인 도시이기도 하다 세비아 항은 스페인과 아메리

카 대륙 간 무역거래에 매우 중요한 기지역할을 했

던역사적으로중요했던도시다

지금은스페인의 4번째로큰도시이다 그리고세

비아는투우와플라맹고의본고장으로더욱유명한

곳이다 정열과 열정의 플라맹고를 보기 위해서는

산타크루스 거리를 찾아야 한다 세비아 대성당 동

쪽에 자리한 이 곳은 과거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

으로좁은길을중앙에두고길양옆으로카페와레

스토랑 플라맹고클럽들이늘어서있다

세비아에서 놓쳐서는 안 될 관광지로는 스페인

광장이다영화배우김태희씨가 CF를찍어더유명

해진곳으로 전 세계의많은나라관광객들과함께

어우릴수있는장소이기도하다

작은 강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어 보트를 빌려 탈

수도 있는 등 여유롭게 반나절을 충분히 보낼수 있

는매우이상적인공간이다

마드리드를거쳐안달루시아지방을둘러보면중

세와 현대를 넘나들며 넘치는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왜 스페인이세계여행매니아들이꼽는여행

지인지고개가자연스럽게끄덕여진다

스페인의옛수도인톨레도성채중세모습을그대로간직한요새도시로전도시가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등록돼있다

세르반테스의소설돈키호테의배경이된콘

수에그라 고즈넉한작은시골마을에돈키호

테상이익살스럽게관광객들을맞고있다 코르도바의과달키비르강위로성이우뚝서있고다리를지나면중세이슬람건축물들이산재해있다

마드리드안달루시아 여행 코스

도시전체유네스코등재톨레도

17세기 건축마요르광장마드리드

중세예술품등가득스페인왕궁

세계3대 미술관프라도국립미술관

이색적인이슬람건축코르도바

박해 흔적 유대인거리는쉼터로

투우플라맹고의고장세비아

아메리카무역거래기지역할

돈키호테만나볼까콘수에그라

스페인글사진최권일기자

이슬람그리스도교종교여행

유럽인듯동양인듯대륙여행

중세에서현대까지시간여행

스페인반할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