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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 자유여행 가이드

Melbourne Holic

Sovereign Hill

19세기 황금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
소버린 힐(Sovereign Hill)은 발라랏(Ballarat)에 위치한 실제 광산 지역으로 1851년 금이 처음 발견되고 난
후 수십년 동안의 발라랏의 생활사를 생생히 보여주는 야외 박물관입니다. 25ha 면적의 마을을 직접 마차
를 타고 둘러보다 보면 19세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직접 사금을 채취해보거나 지
하 광산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황금을 붓는 장면도 구경해보세요. 19세기 스타일의 상점과 호텔, 레스토랑
등을 둘러보는 재미도 색다릅니다.

visitmelbourne.com/kr

Sovereign Hill, Ballarat Australia_
T. +61 3 5337 1100
운영 시간 : 매일 10am ~ 5pm (크리스마스 제외)
www.sovereignhill.com.au
패키지 상품 - 일일 입장료, 소버린 힐 로지 숙박, 저녁식사,
환상적인 음향과 빛의 쇼‘블러드 온더 서던 크로스’포함.

visitmelbourne.com/kr

9 개의 키워드로 본 멜버른 9 keywords for Melbou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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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mba
‘함께 모여 놀자(Let’s get together & have fun)’라는 뜻의 원
주민 말. 멜버른은 유럽, 지중해,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다양한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도시.

Entertainment
호주를 대표하는 공연, 대중음악, 영화, 연극, 코미디, 댄스,
카지노 등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의 도시.

Like a Melbournian
멜버니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질서
있는 삶의 여유와 배려를 보여주는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표
현하는 문구.

Backpackers’ Heaven
저렴한 숙소, 무료 대중교통, 자전거 여행, 퀸 빅토리아 마켓
의 저렴한 식재료, 주립 도서관의 무료 편의시설 등 알뜰 배
낭여행자들을 위한 최고의 도시.

Oz! Oz! Oz!
호주인들을 뜻하는 단어이자 스포츠를 즐기는 호주인들이
외치는 응원의 함성. 서핑, 크리켓, 호주 풋볼 리그, 테니스,
그랑프리, 경마 등 다채로운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고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도시.

Urban Night
결코 밤이 심심하지 않은 도시. 살사댄스 클럽, 컨테이너 바,
아이스 바, DJ가 있는 볼링 바, 라이브 재즈 및 힙합 클럽, 식
도락 까페와 레스토랑 등이 즐비한 도시.

Runway
호주를 대표하는 패션과 쇼핑의 도시. 멜버른 CBD와 채플
스트리트의 트렌디, 브런즈윅과 스미스 스트리트의 빈티지
등 도시 전체가 패션쇼와 같은 다채로움을 표현하는 도시.

Noble Number 1
트램 레스토랑, 와이너리 투어, 벌룬 투어, 야라강 곤돌라 투
어, B&B 패밀리 투어, 기차로 떠나는 골프 투어 등 럭셔리한
여행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도시.

Event
호주 오픈 테니스, 멜버른 푸드 & 와인 페스티벌, 호주 포뮬
라 1 그랑프리, 멜버른 국제 영화제, 멜버른 프린지 페스티벌,
멜버른컵과 스프링 레이스 카니발 등 연중 끊임없이 크고 작
은 이벤트가 열리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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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와 멜버른

호주 빅토리아 주와 멜버른에 대한
기본 이해
멜버른은 호주 남동부에 위치한 빅토리아주의 주
도이며 호주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다. 멜버른은
연방 수도가 캔버라로 옮겨지기 전까지 1901년부
터 27년 동안 호주의 연방 수도이기도 했다.
멜버른은 19세기 말 서쪽 약 100km에 위치한 발
라랏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골드러시로
형성된 도시다. 세계 각지에서 황금을 찾아 사람
들이 몰려들었고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가 한데
어울려 멜버른 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생활 양식
과 문화를 만들어냈다. 도시 곳곳에는 화려했던
골드러시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주도 멜버른을 중심으로 발달
해왔다. 호주에서 상대적으로 주의 크기는 작지만
일찌감치 문명이 발달해온 덕분에 멜버른 외곽으
로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들이 발달해 있다. 멜버
른 서쪽으로는 발라랏과 질롱, 그레이트 오션 로
드, 그램피언스 국립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고 동
쪽으로는 단데농과 야라 밸리, 남쪽으로는 모닝톤
페닌슐라와 필립 아일랜드 등이 위치해 있다.
주도 멜버른은 도심 내 푸르른 잔디와 형형색색
꽃으로 가꾸어진 많은 공원이 있어 ‘정원의 도시’
로 불릴 만큼 높은 도심 녹지율을 자랑한다. 또
호주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극장과 갤러리, 박물
관, 공연장 등을 보유한 ‘문화 예술의 도시’, 3000
여개의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전세계 미식가를
유혹하는 ‘미식가의 도시’, 호주 유행을 선도하
는 ‘패션의 도시’, 호주 오픈이나 포뮬러 원 자동
차 대회 등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연중 펼쳐지
는 ‘스포츠 이벤트의 도시’ 등 멜버른을 지칭하는
수많은 애칭들이 생동감 넘치고 세련된 멜버른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Map 4

5 Map

Contents
9개 키워드로 풀어본 멜버른

p2

Map

호주 빅토리아 주 전체 지도
Inner Melbourne
Melbourne Train Network
무료 트램 지도

p4
p32
p33
p73

Melbourne City Map

표3

멜버른 ① Sightseeing Melbourne Highlights
광장
유적
현대

p10
p12
p14

정원

p16

멜버른 ③ North & West

Day Tours beyond Melbourne

브런즈윅 스트리트
라이곤 스트리트
스미스 스트리트

p36
p40
p44

도크랜드

p46

멜버른 ④ South & East
사우스 뱅크
프라한
리치몬드
브라이튼 비치

p50
p52
p58
p59

세인트 킬다

p60

스완스톤 스트리트
콜린스 & 리틀 콜린스 스트리트
버크 & 리틀 버크 스트리트
멜버른 CBD의 골목들
플린더스 레인
론즈데일 스트리트

p20
p22
p24
p26
p28
p29

퀸 스트리트

p30

p76
p80
p82
p84
p85

모닝톤 페닌슐라

p86

Themes & Tips for Melbourne
p90
p92
p94
p96
p97
p98

멜버른 각종 시내 투어

p64

멜버른 공연 문화 엿보기
조재광의 디자인 멜버른
김은아의 향기로운 멜버른
김한송의 달콤한 멜버른
유지영의 시크릿 멜버른
유호종의 포토제닉 멜버른

투어체험기 1. 멜버른 뒷골목 투어

p66

주말 마켓 & 아웃렛 쇼핑

p101

투어체험기 2. 트램카 레스토랑

p69

대중교통 따라잡기

p70

추천 여행 일정
주요 호텔 리스트
주요 축제 및 이벤트
멜버른 기본 여행 정보

p102
p108
p110
p112

멜버른 홀릭 제작 후기

p114

멜버른 ⑤ Inside Melbourne

멜버른 ② City Centre

그레이트 오션 로드
필립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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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09년과 2010년 멜버른을 직접 여행하여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으며 매년 변동 사항을 파악해
개정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2016-2017년 개정판에 실린
정보는 2016년 4월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여행하는 기간에 따라 정확한 개폐점 시간,
요금 등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내용 중 약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O 오픈 시간, P 가격 입장료, L 위치와 주소, T 전화번호
✽이 책에서 달러($)는 호주달러를 의미합니다.
✽표지 사진 : 그레이트 오션 로드 12사도 바위

호주 멜버른 자유여행 가이드

Melbourne Holic
발행처

호주빅토리아주정부관광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50
www.visitmelbourne.com/kr

기획 제작

스토리발전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23
www.storymarke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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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의 다운타운에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멜버른이 갖는
고풍스러우면서 낭만적인 모습에 가슴이 뛴다. 중세 유럽을
연상시키는 건물과 뽀족한 첨탑을 가진 성당도 있고 고풍스러운
트램이 경쾌하게 도시 곳곳을 누빈다.
멜버른은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연방 수도가 캔버라로
이동하기 전인 1901년부터 27년간 수도로서 역할을 해왔다.
호주 근대 역사의 출발점이 멜버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고풍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옛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는 눈이 시원해지는 초록의 정원들이
성큼 자리하고 있다. 멜버니언들은 때론 바쁘게, 때론 여유롭게
공원을 누빈다. 업무 쉬는 시간에도 나와 공원에서 운동하는 이들도
많다. 여행자도 그들을 따라서 자꾸만 걷고 싶어지는 곳이 바로
멜버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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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seeing 1

광장
Square

멜버른 비지터 센터 Melbourne Visitor Centre

광장에서 삶과 문화를 만나다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 바로 맞은편, 페더레이션 광장 입구에
위치한 이곳은 멜버른 여행 시 가장 먼저 들려야 할 곳이다.
방대한 자료와 일대일 안내 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 가장
멜버른을 손쉽게 여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멜버른 전체 지도는 물론 소지역별 세부 지도까지 무료로 제
공한다. 전자 시스템으로 교통편을 체크할 수도 있고 그레이
트 오션 로드나 필립 아일랜드 등으로 가는 각종 투어 프로
그램을 예약할 수 있다. 메일 확인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멜버른 여행 1번지는 뭐니뭐니해도 플린더스 스트리트와 스완스톤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과 페더레이션 광장이다.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이 구 멜버른의 상징이라면 광장은
현재와 미래의 상징이다. 멜버른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지나가는 곳, 멜버른을 벗어나는 순간 가장
그리워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O
T

페더레이션 광장 Federation Square

매일 9.00am ~ 6.00pm
03 9658 9658 melbourne.vic.gov.au/visitor

✽호주 영상 박물관
The Australian Centre for the Moving Image (ACMI)
페더레이션 광장에서 보이는 메인 건물은 호주국영방송사인 SBS 방
송사의 건물이다. 안에는 TV, 필름, 게임 등 ‘뉴 미디어(New Media)’
를 주제로 내세운 호주 영상 박물관이 있다. 비디오 게임 키즈(kids)
였던 어른들은 이 곳에 설치된 마리오 게임을 하며 향수를 달래고, 멀
티 플레이어로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N세대’ 아이들은 이
곳에서 미디어의 미래를 탐구한다.
L
T

Federation Square O 매일 10.00am~5.00pm
03 8663 2200 www.acmi.net.au

✽택시 키친 TAXI Kitchen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 Flinders Street Station
멜버른을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이 건물을 이정
표 삼아 멜버른 여행에 나선다. 이곳을 먼저 사진기에 담아
야 멜버른에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만큼 멜버른 ‘여행’
의 상징이다. 또한 이 노란 건물은 멜버른의 ‘옛날’을 상징하
는 곳이기도 하다. 1854년 세워진 ‘멜버른 최초의 기차역’으
로 시내와 근교를 연결하는 시내 철도망의 중심에 위치해 늘
붐빈다(1일 이용객 11만 명 이상). 플린더스 역의 고풍스런 외
관은 야라 강변에 위치한 프린세스 다리(Princess Bridge)의
아치와 조화를 이루며, 역사 중앙에 걸린 시계는 낡을수록
가치를 더하는 멜버른의 명물이다.
L

Flinders St.와 St. Kilda Rd.의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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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디자인만큼 역동적인 느낌의 시민 광장이다. 2002년 10
월에 오픈한 이곳에서 여행자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들은 만
남의 약속을 정한다. 멜버른의 온갖 투어 프로그램도 이곳을 출
발점으로 삼는다.
매일 크고 작은 문화 공연이 열리며, 국내외 메이저 급 스포
츠 경기(월드컵, 올림픽, 호주오픈, AFL 결승 등)가 있는 날
엔 시민들이 집결해 대형 전광판을 보며 응원을 펼친다.
이 광장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의 역할만 하는 것
이 아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광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가꿔가고 있다. 광장 안의 카페와 레스토랑들은 독특한 음
식 및 펍 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광장에 있는 트랜스포트 바
(Transport Bar)은 세계 각국의 배낭객이 모여드는 맥주 매
니아들의 아지트다. 광장 뒤편 건물들은 호주 영상 박물관
(ACMI), 빅토리아 주립 갤러리 부설 이안 포터 센터(The Ian
Potter Centre : NGV Australia), 내셔널 디자인 센터(National
Design Centre) 등이 위치하고 있다.
광장에선 무선 인터넷이 공짜로 제공되므로 많은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들고 이곳에 모여앉아 컴퓨터에 빠져있는 진풍경도
볼 수 있다.
L
T

Flinders St와 Swanston St 코너
03 9655 1900 www.fedsquare.com

페더레이션 광장에서 새로운 건축 아이콘이 된 트랜스포트 바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최근 멜버른 맛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으로, ‘더
에이지 굿 푸드 가이드’가 선정한 2010년 올해의 와인 리스트상을
수상하며 모자 두 개를 획득했다. 수석 셰프인 토니 트위체트(Tony
Twichett)는 일식과 호주식을 혼합한 컨템포러리 퓨전 메뉴를 선보
이며, 멜버니언은 물론 멜버른 여행자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시원
하게 뚫린 통유리로 멜버른의 주요 건축물인 MCG, 로드 레이버 아레
나, 종합청사, 사우스 뱅크, 아트 센터, 페더레이션 광장이 내려다 보
이며, 야라강이 보이는 멋진 야경과 함께 연인과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애피타이저는 $13, 메인 메뉴
는 $30~$85.
$10~80 O 월–토 12.00pm~새벽, 일 11.00am~새벽
1층 Transport Hotel, Federation Square
T 03 9654 8808 www.taxikitchen.com

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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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seeing 2

유적
Heritage

고풍스러운 도시의 흔적을 찾다

유럽 이주민들의 역사가 깃든 도시인 만큼 도시에는 다양한 유적들도 많다. 유럽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을 돌아보는 일은 멜버른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주 의회 의사당

구 멜버른 감옥

주립 도서관

St. 폴 성당

멜버른 동물원

멜버른 타운 홀

St. 패트릭 성당

세인트 폴 대성당 St Paul’s Cathedral

세인트 패트릭 성당 St. Patrick’s Cathedral

플린더스 역과 대각선으로 마주하고 있는 19세기 성당이
다(1891년 완공). ‘고딕 건축의 표본’이라 불릴 만한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와 모자이크 타일 바닥이 인상적인데, 이
는 영국에서 건너 온 성당 건축가 윌리엄 버터필드(William
Butterfield)가 설계했다. 첨탑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멜
버른의 차분한 분위기와 어울려 경건함을 자아낸다.

세인트 폴 성당과 더불어 호주 최대 규모의 성당 중 하나다.
1858년 착공 후 완공까지 80년이 걸렸을 만큼, 지은 이들의
세심한 정성이 건물 곳곳에 묻어난다. 첨탑의 높이가 103m
에 달해 장엄함이 절로 느껴지는 성당이다.

일
 -금 8.00am~6.00pm, 토 4.00pm까지, 일 7.30am~7.30pm
(여름에는 매일 6.00pm까지)
L Swanston St와 Flinders St. 코너
T 03 9653 4333 www.stpaulscathedral.org.au

O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The State Library of Victoria
멜버른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립 도서관으로, 1856년 건축가
조셉 리드(Joseph Reed)의 설계 하에 건립됐다. 도서관 내
다양한 컬렉션에는 2백만권 이상의 서적과 수천장의 사진
및 지도가 보관되어 있다.
월-목 10.00am~9.00pm, 금-일 6.00pm까지
L 328 Swanston Street T 03 8664 7000 www.slv.vic.gov.au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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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7.00am~4.00pm, 토-일 9.00am~5.30pm
L 팔리아먼트(Paliament)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
T 03 9662 2233 www.cam.org.au/cathedral

O

멜버른 타운 홀 Melbourne Town Hall
옛 멜버른의 시청사였던 이곳은 오늘날에는 극장과 각종 회
의 및 파티, 결혼식 등이 열리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코미디
페스티벌 기간에 이 건물은 메인 극장으로 사용된다. 140여
년이 넘은 고풍스러운 외양은 스완스톤 스트리트의 중심에
서 멋지게 어울려 있다. 남쪽의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과 세
인트 폴 교회, 타운홀, 북쪽의 주립 도서관까지 스완스톤의
고풍스러운 건물 삼각편대를 이룬다.
Corner Swanston and Collins Streets
T 03 9658 9779 www.melbournetownhall.com.au
L

로열 박람회장

구 멜버른 감옥 Old Melbourne Gaol

멜버른 동물원 Melbourne Zoo

1845년 지어진 멜버른 감옥은 당시 멜버른에서 가장 큰 건물
이었다. 호주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의 감옥 모형을 바탕으로
설계된 식민 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곳은 19세기 중반 빅
토리아 주에서 금이 발견된 뒤 이주민들이 몰려들면서 급증
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감옥이다. 현재 멜버른 감옥
은 전시장 겸 연회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감옥 유물을
전시해두었으며 점심, 저녁으로 연회를 열기도 한다. 또, 방
문객들에게는 사진촬영하기 좋은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천
장의 작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나 양에 따라 다
양한 분위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호주에 생긴 최초의 동물원. 1862년 문을 열었다. 메인 워크
를 따라 위치한 정원은 이 동물원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
다. 호주 및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300여 종의 야생동물
들은 이 동물원의 핵심. 시티센터에서 북쪽으로 불과 4km
떨어진 곳에 드넓게 위치하고 있어, 트램 등으로 20여 분이
면 도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특히 과거와 현재 코
끼리의 서식 모습을 보여주는 코끼리 마을과 나무 위에 매달
린 서식지를 보여주는 오랑우탄 사원 등이 볼만하다.

성인 $25, 어린이 $13.5 O 매일 9.30am~5.00pm
377 Russell St (La Trobe St와 Victoria St 사이)
T 03 8663 7228 www.oldmelbournegaol.com.au

P
L

주 의회 의사당 Parliament House
1856년 완공된 의사당으로 9개의 코린트식 기둥이 인상적인
건축물이다. 수도가 캔버라로 이전되면서 연방 의회의 기능
은 상실했으나, 현재 주의사당으로서 당당한 위용을 갖추고
있다.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내부 견학을 허용하며, 의사당
주변에는 스탠포드 분수대, 피츠로이 가든, 쿡스 커티지, 세
인트 패트릭 성당 등 볼거리가 많다.
Spring St와 Bourke St 코너 T 03 9651 8911
www.parliament.vic.gov.au
P

매일 9.00am~5.00pm L Elliott Avenue, Parkville
03 9285 9300 www.zoo.org.au
P 성인 $31.6, 어린이 $15.8 (단, 주말은 어린이 무료 입장)

O
T

왕립 전시관 Royal Exhibition Building
멜버른 박물관 맞은편에는 1857년 개관한 로열 박람회장이
우아한 고전미를 뽐내고 있다. 호주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문
화유산에 등재된 건축물이다. 1880년 멜버른 만국박람회가
열렸으며 1927년까지 빅토리아주 의회 의사당으로 사용되
기도 했다. 현재는 국제 화훼 박람회, 아트 페어, 모터 쇼 등
다양한 이벤트의 개최지로 각광받고 있다. 2014년 SBS 런닝
맨 촬영을 하기도 했다. 건축가는 조셉 리드(Joseph Reed).
9
 Nicholson St, Carlton Gardens, Carlton 트램 86번이나
96번을 타고 니콜슨 St과 거트루드(Gertrude) St 코너에서 하차
T 03 9270 5006 museumvictoria.com.au/reb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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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seeing 3

현대
Modern

파격적인 현대 건축물의 경연장

고풍스러운 이미지로 대표되는 멜버른이지만 멜버른은 현대적인 건축물의 아름다움의 경연장이기도
하다. 도시를 거닐다보면 여행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독특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현대적인 건축물을 찾는 재미도 멜버른에서 빼놓을 수 없다.

멜버른 수족관

큐브이 QV
QV

멜버른 박물관

유레카
국립 미술관

멜버른 박물관

아트 센터 Arts Centre
플린더스 역 부근 하얀 철탑(115m)이 인상적인 예술 공간이
다. 이 철탑 구조물은 발레리나를 형상화한 것으로 밤이면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멜버른의 야경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1년 내내 국내외 예술가들의 향연이 펼쳐져, 음악을 사
랑하는 멜버니언들이 자주 찾는다. 특히 아트센터의 해머
홀(Hamer Hall)과 스테이트 극장(State Theatre)은 오케스트
라 공연이나 오페라를 감상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뮤지컬,
연극, 오페라, 발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엔 아트센터 부근에서 선데
이 마켓도 열린다.
월-금

7.00am~늦은 밤, 토 9.00am~늦은 밤,
일 10.00am~5.00pm
L 100 St Kilda Road
T 0
 3 9281 8000 www.theartscentre.com.au
(티켓 예약은 1300 182 183)

O

국립 미술관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NGV)

NGV는 멜버른의 대표적인 미술관 두 곳을 통칭한다.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 예술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린 이안 포
터 센터(Ian Potter Centre) 안에 자국의 현대 미술작품 2만
5000여 점을 보유한 NGV 오스트레일리아(NGV Australia)
가 있으며, 피카소·모네·세잔 등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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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 토 10.00am~6.00pm, 목 7pm까지,
금 9pm까지, 일 5pm까지
L 론즈데일 St와 스완스톤 St 코너
T 03 9658 0100 www.qv.com.au

O

아트 센터

전시한 NGV 인터네셔널(NGV International)이 그 축을 이룬
다. 미술관 주변에 조성돼 있는 3개의 작은 공원에는 로댕과
무어의 조각 작품도 전시돼 있다. 미술관 입장은 기본적으
로 무료지만 특정 전시회에는 입장료를 부과한다.

멜버른 수족관 SEA Life Melbourne Aquarium

Ian Potter Centre
O 화-일 10.00am~5.00pm
L F
 ederation Square
(Flinders St와 Russell St 코너)
T 03 8620 2222 www.ngv.vic.gov.au
NGV International
O 매일 10.00am~5.00pm
L 180 St Kilda Road, Melbourne
T 03 8620 2222 www.ngv.vic.gov.au

멜버른 박물관 Melbourne Museum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며 2000년 개관한 초현대식 박물관이
다. 대륙의 혼이 깃든 원주민 역사는 물론 오늘날 호주의 다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흥미진진한 지적 체험의 장’이
다.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관객과 소통하려는 박물관 측
의 의지가 전시장 곳곳에 나타나며, 덴톤 코커 마셜 작품인
첨단 공학을 활용한 큐빅 모양의 외형은 큰 호응을 얻고 있
다. 어린이는 무료 입장.
매일 10.00am~5.00pm
L Carlton Gardens, Carlton T 13 11 02
www.melbourne.museum.vic.gov.au
O

멜버른 패션의 중심 QV에는 호주 브랜드 숍은
물론 해외 디자이너들의 부티크가 즐비하다.
Mooks, Stussy, Fox 등 캐주얼 숍부터 BOSS,
Orange, Zimmermann, Wayne Cooper,
Christensen Copenhagen 등 고급 의류점까지
갖춘 다양한 스펙트럼의 쇼핑 공간이다. 옛 퀸
빅토리아 여성 병원을 재건축한 첨단 빌딩의 디
자인도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특히 QV 광장에
있는 초콜릿 카페 맥스 브레너(Max Brenner)는
20~30대 멜버니언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통
할만큼 인기 있다.

유레카

유레카 스카이덱 Eureka Skydeck 88
도시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망대 투어다. 높은 곳에
서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은 그 도시만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며 처음 도시를 방문했을 때 방향 감각도 익히게 해준다.
유레카는 2006년 문을 연 남반구 최고층 빌딩이다. 지상 300m의 88층에
올라 큐브에 탑승하면 빌딩의 끝(The edge)에 서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
어 젊은 층에게 인기 있다. 에지의 일순간 투명해지는 유리 바닥이 주는
스릴과 해질 무렵의 환상적인 전경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투명 유리창
이 아찔한 감흥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내부 인테리어도 인상적이다. 밤이
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화려한 전망은 유레카만의 장점
이다.
성
 인 (입장료 $20+The edge체험 $12),
16세 이하 어린이 (입장료 $11.5 + The edge체험 $8)
O 매일 10.00am~10.00pm L Riverside Quay, Southbank
T 03 9693 8888 www.eurekaskydeck.com.au
P

바다 속 세계가 만들어내는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곳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반나절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3차원의 영상을 보는 듯한 해저 터널은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상어와 가오리, 거북이, 오징
어 등이 유영해 다니는 해저 터널은 바다 속 세
계의 축소판이다. 펭귄들을 볼 수 있는 코너도
인기있다.
성
 인 $40.5, 어린이(3~15세) $26 (온라인 예약시
20%할인) O 매일 9.30am~6.00pm
L King St 와 Flinders St의 코너
T 1800 026 576 www.melbourneaquarium.com.au

P

Ch eck it! “가족은 더 저렴해요”
4인 가족이 멜버른을 여행할 경우 입장료에서 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관
광지나 유적지, 박물관 등을 입장할 때 가족단위
입장객은 약 3인의 요금으로 4인이 입장할 수 있
도록 한다. 예를 들어 멜버른 수족관의 경우 성인
1인당 $38, 어린이 $22이지만 아이 2인의 3인 가
족요금은 $66, 아이 2명의 4인 가족은 $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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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Gardens

초록의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

멜버른의 또 다른 애칭으로 ‘가든 시티(Garden City)’가 있다. 대도시란 점이 무색하게 시티 곳곳이 푸른
공원들로 둘러싸여 있는 높은 녹지 점유율을 자랑한다. 열심히 돌아 다니다가 커피 한잔 들고 공원
잔디밭에 잠시 앉아보자. 지친 발과 어깨의 피로를 잠시 풀며 쉬어가기에도 그만이다.

로얄 보타닉 가든

Hotel Information
캡틴 쿡 오두막

전쟁위령탑

로얄 보타닉 가든

피츠로이 가든 & 캡틴 쿡 오두막

Royal Botanic Gardens

Fitzroy Gardens & Cook's Cottage

로얄 보타닉 가든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정원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름답다. 시내 남쪽 사우스 야라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곳은 1846년에 만들어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넓은 잔디
와 호수, 아름드리 나무가 일품이다. 세 개의 산책로 중 하이
라이트 워크 코스에서는 식물원을 간단히 돌아볼 수 있다. 애
보리진 워크와 스페셜 워크 코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
과 오랜 역사와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페더레이션 광장의 북동쪽에 위치한 피츠로이 가든은 멜버
른 공원의 대표 주자다. 느릅나무와 떡갈나무, 무화가 가로
수 길로 유명하며 영국 국기인 유니온 잭의 십자와 대각선을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흥미롭다. 또한, 화려한 분
수와 호주 대륙을 처음 발견한 쿡의 생가 그리고 미니어처
마을까지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되어 있다.

L
T

Birdwood Avenue, South Yarra
03 9252 2300 www.rbg.vic.gov.au

전쟁 위령탑 Shrine of Remembrance
1,2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자를 기리는 빅토리아 주의 전쟁위
령탑이다. 캔버라의 전쟁기념관에 비해 웅장하진 않지만, 이
곳 옥상에 오르면 ‘정원의 도시(Garden City)’ 멜버른의 전경
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한국 전쟁(Korean War) 섹션도 있으니
방문해볼 것.
매일 10.00am~5.00pm
Birdwood Avenue
T 03 9661 8100 www.shrine.org.au

O
L

Standard Room

At a Glance
•객실수 : 190 개

03 9419 4677
www.cookscottage.com.au
T

•인터넷 : 광속 접속 인터넷 가능
Club Room

•객실서비스: 동전주입식 세탁기 이용 가능

위치

Ch eck it
그밖에 멜버른 시티 센터의 북쪽에 위치한 칼튼 공원(Carlton
Gardens)에는 멜버른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어 함께 돌아보
기에도 좋다. 칼튼 공원을 중심으로 멜버른에서 가장 인기있
는 거리인 라이곤과 브런즈윅 스트리트가 위치해있다. 페더
레이션 광장 남쪽으로 멜버른 파크(Melbourne Park)와 퀸 빅
토리아 가든(Queen Victoria Gardens), 킹스 도메인(Kings
Domain) 등이 야라강을 사이에 두고 로얄 보타닉 가든까지 이
어진다.

퀄리티 호텔 배트맨즈 온 콜린즈(Quality Hotel Batman’s Hill On Collins)는 서던 크로
스 전철역(Southern Cross Train Station) 맞은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롭게 바뀐 멜버른 시내 트램 무료 탑승구역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멜버른 시내 어디
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 카지노, 멜버른 컨벤션 & 전시 센터, 멜버른 아쿠아리움 그리고 도크랜드 구역
까지는 걸어서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세련된 식당과 쇼핑, 극장 등도 호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5성급 이코노미 룸, 4성급 프리미어 룸, 아파트 형태 등 객
실 타입도 다양해 예산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항 리무진 승차장: 100 m

•무료 시티 서클 전차 : 150 m

•크라운 카지노: 250 m

•리알토 전망대 : 150 m

•공장직영 아울렛

•멜버른 수족관 : 300 m

•페더레이션 광장 : 1 km

•기차 및 전차 역 : 5 m

•독크랜드-빅토리아 항구 : 800 m
2-Bedroom Apartment

623 Collins Street Melbourne Victoria 3000 Australia
Phone:+61 3 9614 6344 Fax: +61 3 9614 1189 Email: res@batmanshil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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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인, 젊음, 개성 넘치는
거리들의 향연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보았는데도 아직 이 도시의 매력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도시
중심부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를 가볍게 거닐어 보자. 남쪽의 플린더스(Flinders)
스트리트에서 시작해 북쪽의 라 트로브(La Trobe), 동쪽의 스프링(Spring), 서쪽의
스펜서(Spencer) 스트리트로 둘러싸인 이곳은 멜버른의 중심지로 독특한 개성으로 무장한
거리와 골목들을 만날 수 있다. 절대 시선과 두 다리를 페더레이션 광장에서 이어지는
스완스톤과 플린더스 스트리트에만 두지말 것. 멜버른의 진짜 매력은 큰 길을 사이사이
이어주는 골목에 있으니 두 눈 크게 뜨고 부지런히 다녀보자.

City Centr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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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완스톤
Swanston St.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리

스완스톤 스트리트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거리다. 마차와 어울리는 고풍스런 건축 양식은 옛 수도의
영광을 재현하고, 세련된 건물과 멋스런 카페는 멜버른의 오늘을 비춘다. 멜버른 다운타운은 생기 넘치는
스완스톤 스트리트를 기점으로 수많은 개성을 지닌 거리들이 바둑판처럼 연결되어 있다.
멜버른 센트럴

멜버른 센트럴

주립 도서관의
미스터 터크 Mr Tulk
라트로브(La Trobe) 스트리
트 코너에는 19세기의 문화유
산인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이
우뚝 서있다. 그리고 클래식
한 전통이 묻어나는 도서관 안
에 운치 있는 에스프레소 카
페 ‘미스터 터크’가 있다. 도서
관 첫 사서의 이름(Augustus
Tulk)을 딴 이 카페는 독서를
스완스톤의 시티 광장
즐기는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일종의 ‘북 카페’다. 도서관 이
용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런치 메뉴가 많고, 화
창한 날엔 테라스 쪽 자리가 인기다. 가격 또한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 비교적 부담 없다.

키키 케이

멜버른 센트럴 Melbourne Central
시내 중심에 위치한 기차 역이면서 시티 센터에서 가장 뜨거운 곳의 하나다. 멜버른 센트럴은 옛 구조를 그대로 살린 독특한
양식 때문에 ‘멜버른에서 가장 포토제닉한 건축물’로 유명하기도 하다. 최근 QV와 함께 떠오르는 쇼핑 센터로, 300여개의 숍
과 영화관, 바, 레스토랑 등 없는 게 없는 멀티 콤플렉스로 멜버른 시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대부분의 숍은 10시경 오픈,
오후 6시경 닫는다. 단 목·금요일은 연장 영업하기도. T 03 9922 1100 www.melbournecentral.com.au

전
 채 요리 $10 내외, 메인 $13~28
O 월-목 7.00am~5.00pm, 금 8.00pm, 토-일 9am~4pm
L 328 Swanston St.
T 03 8660 5700 www.mrtulk.com.au
P

토프 The Toff
토프는 없던 썸도 생길 것 같
은 멜버른의 인기있는 바이다.
라이브 뮤직과 DJ들의 공연
도 감상할 수 있다. 와인이나
칵테일과 함께 간단한 타파스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늦
미스터 터크
은 시간까지 가볍게 술 한 잔
하면서 멜버른의 훈남훈녀들의 데이트 장면을 엿볼
수 있다. 토프의 메인 바는 실제로 열차 안에 있는
바를 개조시켜 만든 것으로 이색적인 요소들로 가
득하다. 루프탑 시네마와 같은 커튼 하우스 빌딩에
위치해있다.
월
 -수 5.00pm~3.00am, 목&토 5.00pm~5.00am
금 3.00pm~5.00am, 일 3.00pm~3.00am
L 2/252 Swanston St.
T 03 9639 8770 thetoffintown.co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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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츠 시네마 Hoyts Cinema

✽맥스 브레너 초콜릿 바 Max Brenner Chocolate Bar

초창기부터 호이츠사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하나로 성장해
왔다.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총 55개의 극장을 보유하고 운영
해오고 있다. 스크린 수로는 448개, 좌석으로는 총 7만5000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맥스 브레너 초콜릿의 명성은 이미 바다 건너에도 소문이 날 정도다.
멜버른에는 이미 여러 곳에 맥스 브레너 초콜렛 바가 있지만 그 중에
서도 멜버른 센트럴에 위치한 것이 가장 유명하다. ‘대머리 아저씨의
초콜렛’이라는 부제목이 붙은, 옆 얼굴 모습의 로고와 두손으로 감싸
는 듯한 독특한 모양의 컵에 담겨진 핫 초코렛으로 더욱 인기를 얻었
다. 까페 한 켠에서 다양한 초콜렛을 구입할 수 있다.

✽라이온 호텔 Melbourne Central Lion Hotel
루프탑 시네마

루프탑 시네마 Rooftop Cinema
지붕 위의 영화관을 그려 본 적이 있는지? 루프탑 시네마에서는 이
낭만적인 꿈이 현실이 된다. 건물 전체가 예술 공간인 커튼 하우스
(Curtin House) 옥상은 영화 매니아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이 곳에선
매년 여름 예술 영화들을 스크린에 올리고, 관객들은 관람 후 적극적
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185석 뿐이라 예약은 필수.
티켓 1매 당 약 $22 L Level 6, Curtin House, 252 Swanston St.
T 03 9654 5394 www.rooftopcinema.com.au

P

멜버른의 펍(Pub)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아일랜드 선술
집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는 해
피 아워(Happy Hour)로, 와인과 샴페인이 한 잔에 $8, 맥주는 저그
(Jugs)로 $18이다. 런치 스페셜(피쉬 앤 칩스 & 음료)도 $10대로 저렴
한 편. 토요일 밤 락 밴드의 라이브 공연도 놓칠 수 없다.
11.00am~late L Shop 303, Level 3, Melbourne Central
T 03 9663 5977 www.acemelbourne.com.au/mclion

O

✽쿱스 탄환 제조탑 Coops Shot Tower
쿱스 탄환 제조탑은 온전히 남아있는 진귀한 빌딩 형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호주 전체 통털어 총 5개 건립된 탄환 제조탑 중의
하나이다. 50m 높이로 과거 탄환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1890년에
건립된 이래 멜버른의 랜드마크가 되어 왔다.

L

Shop OE5 T 03 9662 4442 www.maxbrenner.com.au

✽키키 케이 kikki.K
스웨덴 태생의 20대 멜버니언이 창업한 홈·사무용품 전문점이다
(2001년 오픈). 여성들이 이 곳 디자인에 반해 환호성을 지르는 일은
이젠 익숙한 풍경. 젊은 오피스족이 선호할만한 스웨덴 스타일의 깔
끔하고 모던한 제품을 판매한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에 자신
의 애칭인 키키 케이(kikki.K)란 상호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디자이
너 크리스티나 칼슨(Kristina Karlsson) 씨는 2005년 ‘젊은 기업가 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내 곳곳에 체인점이 있다. 가격은 좀 비싼 편.
L
T

Shop G12, Ground Level, Melbourne Central
03 9662 1600 www.kikk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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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 2

콜린스&리틀 콜린스
Collins & Little Collins St.

홉톤 티 룸스 Hopetoun Tea Rooms

전통과 품격이 있는 명품 거리

무려 5대가 전수해 온 ‘레이디의, 레이디를 위한, 레이디에 의
한 카페’다. 옛 여성들의 우아한 티(Tea) 문화와 에티켓이 남
아있는 곳으로, 호주의 전통 디저트인 래밍턴(Lamington)을
정성껏 만들어 낸다. 래밍턴은 스펀지 케이크에 잼이나 초콜
릿을 발라 코코넛 가루에 굴린 디저트로 촉촉하고 달콤하게
녹아드는 맛이 일품이다. 오후 늦게 찾으면 종종 여분이 없
다. 치즈 토스트인 웰쉬 레어빗(Welsh Rarebit)에 차 한잔을
곁들여보자. 전통의 맛이 혀끝에 전해진다. 2015년 올리브
TV ‘테이스티 로드‘에도 등장했다. 2015년 Olive TV ‘테이스
티 로드’에도 등장했다.

호주의 패션 중심지인 콜린스 스트리트에서 저렴하지만 감각적인 스타일부터 럭셔리한 아이템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한눈에 만날 수 있다. 엘리자베스와 스완스톤 스트리트 사이에는 감각있는 상품들이 넘치는
쇼핑몰이, 스완스톤 위쪽으로는 프라다부터 샤넬까지 당신의 럭셔리한 감성을 채워줄 명품샵이 즐비하다.
‘멜버른의 파리(The Paris End)’로 통하는 이 거리에선 뜻하지 않은 나만의 보물들을 만날 수 있다.

$7~20 (현금만 가능)
월
 -토 8.00am~5.00pm, 일 9.00am~5.00pm
L Block Arcade, 282 Collins Street T 03 9650 2777
www.hopetountearooms.com.au

P

홉톤 티 룸스

O

Ch eck m o re
호주 대표 디자이너를 배출한 거리

블록 아케이드

콜린스 St에서 한 블록 떨어진 리틀 콜린스 St는 알
라나 힐(Alannah Hill), 베티나 리아노(Bettina Liano)
등 호주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을 배출한 거리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세련미 넘치는 리틀 콜린스 St를
꼼꼼하게 둘러보며 ‘Made in Melbourne’의 매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애나 토마스(Anna Thomas),
켄조(Kenzo), 메카(Mecca) 등 멜버른 출신 디자이
너들의 부티크가 쇼핑 매니아들을 유혹한다.

로얄 아케이
드와 함께 멜
버른에서 가장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아케
이드. 높은 유
리 돔 천장과
모자이크 바닥
의 19세기 건축물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쇼핑 몰이다. 특색있는 숍이 많아 찬찬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블록 아케이드 주변의 좁은 골목에 늘어서 있는 작
은 카페길 또한 이곳의 볼거리. 스완스톤과 엘리자
베스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콜린스와 리
틀 콜린스를 연결한다. 블록에서 나오면 길건너 로
얄 아케이드로 바로 연결하여 돌아볼 수 있다.

콜린스 거리

콜린스 플레이스 Collins Place
‘시티 속의 시티(City within a City)’란 별칭을 얻을 만큼 매년
4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거대 규모의 다목적 센터다. 살바
토레 페라가모,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 명품 숍을 비롯해, 소
피텔 호텔, 키노 극장, 일식 레스토랑 켄잔(Kenzan) 등 럭셔
리한 멜버른 여행을 즐기는 데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월-목 9.00am~6.00pm, 금 7.00pm, 토-일 5.00pm까지,
45 Collins Street
T 03 9655 3600 www.collinsplace.com.au

O
L

콜린스 투 쓰리 포 Collins two 3 four
다양한 패션숍과 서점이 입점한 쇼핑몰이다. 대형 쇼핑몰들
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인디고(Indigo), 사바(Saba), 몰리니
(Mollini) 등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와 서점(Dymocks)
이 들어서 있어 언제나 붐빈다. 바디 숍도 입점해 있어 토탈
쇼핑이 가능하다. 매장마다 오픈 시간은 다르지만 대체적으
로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Level

4, 230 Collins Street
스완스톤 St 와 엘리자베스 St 사이
T 03 9650 4373 www.collins234.com.au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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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 호텔

윈저 호텔 Windsor Hotel
고전미를 간직한 윈저 호텔은 그 외관만으로 여행자의 시선
을 붙든다. 1883년 건립 이래 호주 최고의 호텔 중 하나로 자
리매김했으며, 멜버른을 방문한 전 세계 귀빈들 역시 이 곳
에 투숙한다. 대리석이 깔린 욕실은 이 호텔의 품격을 투영
한다. 1883년 이래 제공해 온 티타임 코스를 맛보는 것도 이
곳의 전통을 음미하는 추억이 된다.
애프티눈

티 코스가 매일 정오 또는 오후 2시 30분에 제공
주중 1인 당 $69, 주말 $89에 제공
L 111 Spring St.
T 03 9633 6000 www.thehotelwindsor.com.au

P

The Block Arcade

로얄 아케이드 Royal Arcade
리틀 콜린스 스트리트 입구로부터 버크 몰, 엘리자베스 스트리
트를 잇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아케이드 중 하나로, 1869년
개통해 옛 건축 스타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타로카드 점을
치는 카페부터 러시아 인형을 파는 숍까지 이색적인 아이템으
로 가득한 공간이다. 이중 온갖 종류의 보드 게임을 구입할 수
있는 30년 전통의 게임 숍(The Game Shop, $20~$350, Shop
#7), 멜버른이 자랑하는 초콜릿 카페 코코블랙(Koko Black, Shop #4), 옛스러움이 묻어나는 향수와 화장품
가게 페인트 앤 파우더(Paint ‘n Powder, Shop #13)는 꼭 들러봐야 할 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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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 3

버크 & 리틀 버크
Bourke &Little Bourke St.

개성 넘치는 멜버른 패션의 중심

젊은 층의 사랑을 받는 버크 St 중심엔 멜버른의 양대 백화점인 데이빗 존스(David Jones)와
마이어(Myer)가 입점해 있으며, 엘리자베스 거리(Elizabeth St)와 만나는 코너엔 GPO 패션몰이, 그
반대편엔 최대 할인매장인 타겟(Target)이 들어서 있다. 거품 쫙 뺀 ‘실속 있는 쇼핑’을 원한다면, 다채로운
아이템이 구매욕을 자극하는 버크 스트리트로 향해보자.

진저보이 Gingerboy

마담 브뤼셀 Madame Brussels

호주 최대 백화점인 마이어(Myer)의 멜버른 지
점이다. 유기농 스킨케어 제품부터 홈웨어, 전
자 제품까지 ‘없는 게 없는’ 멀티 백화점을 대표
하는 곳이다.

멜버른 CBD의 동쪽 주의사당 부근 리틀 버크와 버크 스트리트 사이에 난
크로슬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고급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이다. 조명으로
한껏 멋을 낸 인테리어도 인상적이며 동남아시아의 길거리 음식을 컨셉
으로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블 메뉴로 발전시킨 역사도 흥미롭다. 저녁이
면 한껏 멋을 낸 멜버니언들이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온다. 그야 말로
아시안 스타일이라 정겨우면서도 호주식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 궁금해
진다. 위층은 바(Bar)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마담 브뤼셀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녔
다. 야외 테라스에의 깔린 인조 잔디와 고풍스
러운 가구들은 환상적인 도시 경치와 어울려 낭
만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그웬 스테파티(Gwen
Stefani)의 뮤직 비디오가 흘러나오는 감상에 젖
은 분위기가 일상 속 최고의 휴식을 선사한다.

월
 -목, 토 10.00am~6.00pm, 금 8.00pm까지,
일 11.00am~5.00pm
L 314-336 Bourke Street
T 03 9661 1111 www.myer.com.au

멜버른 GPO Melbourne’s GPO

마이어

로저 데이비드

1992년까지 우체국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이
제는 멜버른 중심의 가장 핫한 쇼핑몰로 탈바
꿈했다. 건물 꼭대기에 마련된 이벤트 공간과
레스토랑 및 카페, 호주 유명 디자이너들의 패
션몰이 들어서 있다. 특히 이곳의 H&M 매장은
특이한 인테리어와 제품 디스플레이로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점심 월-금 12.00pm~2.30pm, 저녁 월-토 5.30pm~late
에피타이저 $10부터, 메인 $20~30
L 27-29 Crossley Street T 03 9662 4200 www.gingerboy.com.au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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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 Chinatown
버크 스트리트에서 북쪽으로 한 블록 걷다보면 ‘멜버른 속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에 닿는다. 골드 러시(1950년대) 때
중국 이민자들의 땀이 스며든 이곳에는 크고 작은 중식당이
경쟁하듯 몰려있다. 최근에는 동남아 각국과 일본, 한국, 인
도의 전통 음식점까지 우후죽순 생겨나 ‘아시아의 거리’로
변모했으며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새로운 미
식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월
 -수 9.30am~7.00pm, 목-금 9.00pm까지,
토 8.00pm까지, 일 10,00am-7.00pm
L 350 Bourke Street
T 03 9663 0066 www.melbournesgpo.com

로저 데이비드 Roger David

데이빗 존스 David Jones
트램이 다니는 버크 St를 중심으로 여성 전용 쇼핑몰과 남성 전용 쇼핑몰
이 마주 서 있다. 여성 몰에는 각종 뷰티 브랜드 점과 의류 및 신발 매장이
입점해 쇼핑객을 맞이한다. 정장과 캐주얼, 아동복 매장 및 푸드 코트가
들어 선 남성 몰도 볼만하며, 데이빗 존스 부근에는 10~20대가 선호하는
스포츠걸(Sportsgirl), 수프레(Supre) 등 호주 브랜드들의 본점과 각종 쥬
얼리 숍이 몰려 있어 재미를 더한다. 저렴하면서 펑키한 디자인의 티셔츠
를 구입하고픈 이들에게 적합한 곳이다.
O
L

월
 ~수, 토, 일 9.30am~7.00pm, 목&금 9.00pm까지
310 Bourke Street T 03 9643 2222 www.davidjone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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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는 하우스 음악이 신나게 나오고 쇼윈
도의 시크한 마네킹들에서 패셔너블한 멜버니
언 남자들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L
T

드래곤 보트 팰리스

윙 룽 Wing Loong
해외여행 중 저렴하
고도 푸짐한 식사를
원할 때 중국 식당만
큼 좋은 곳이 없다.
차이나 타운 입구에
위치한 윙 룽은 멜버
른에서 저렴하고 맛
있는 중국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10
내외의 요금으로 다
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345 Bourke St
03 9650 2151 www.rogerdavid.com.au

플로세임 Florsheim
저렴하지만 퀄리티 좋은 수제화 브랜드이다. 국
내에는 아직 정식 수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이곳에서 만나니 반갑다.
월
 -목 9.30am~6.30pm, 금 7.00pm까지,
토 10:00am~5.30pm, 일 11:00am~5.00pm
L 175 Bourke Street
T 03 9650 2711 www.florsheim.com.au

매일 12.00pm~1.00am L 63 Bourke Street
03 9662 2775 www.madamebrussels.com

Ch eck m o re

O

데이빗 존스

마담브뤼셀

마이어 Myer

O

GPO 멜버른

진저보이

O

11-13 Heffernan Lane (차이나타운 내 위치)
T 03 9662 9388
L

Dragon Boat Palace Restaurant
차이나타운에서
제일가는 홍콩
얌차 스타일의
식당 중 한 곳이
다.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즐기며
200여 종의 산해
진미를 나 누는
재미가 쏠쏠하다. 웨이터들이 음식을 대나무 트롤리(trolley)
에 싣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 다양하게 골라 맛볼 수 있다.
매
 일 얌차타임 8.00am~5.00pm / 저녁식사
5.00am~11.00pm T 03 9662 2733
L 203 Lt. Bourke Stree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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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 문화를 보여주는 멜버른 CBD의 골목들
멜버른 다운타운을 제대로 보려면 화려한 외양의 큰 거리만 보지 말지어다. 큰 거리와 거리 사이에
위치한 작은 골목들을 둘러보는 것이야말로 멜버른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방법 중 하나다.
특색있는 멜버른 CBD의 주요 골목들을 소개한다.

코즈웨이

호시어 레인

하드웨어 레인
라 보게타
센터 플레이스

Ch eck it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멜버른 CBD

디그레이브스
호시어 레인
하드웨어 레인

멜버른 골목 문화의 집약

디그레이브스 스트리트 & 센터 플레이스
라이브 음악이 어우러진 골목의 정찬

하드웨어 레인 Hardware Lane
멜버른 CBD의 골목 문화는 계속 진행형이다. 그중의 하드웨
어 레인은 또 다른 문화를 만드는 곳이다. 버크와 리틀 버크
를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이어진 골목에는 노천 카페와 식
당들이 들어서 있다. 특히 밤에는 라이브 음악이 함께 한다.
흥에 겨우면 사람들은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한다. 이곳은 점
심과 저녁이 주를 이루며 무엇보다도 음식값이 비교적 저렴
하다는 점이 매력적. 메인 메뉴들이 $18~25정도. 메인 메뉴
에 와인이나 맥주를 곁들여 늦은 밤까지 수다를 떨 수 있다
는 점도 인기다. 퀸과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사이 리틀 버크
를 중심으로 양 옆으로 뻗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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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티로 화려한 ‘미사’ 거리

Degraves Street & Centre Place

호시어 레인 Hosier Lane

멜버른 CBD에서 가장 이색적인 골목을 꼽으라면 단연 이곳
이 최고 . 플린더스 스트리트에서 시작해 플린더스 레인을
거쳐 다시 콜린스 스트리트까지 이어지는 약 200m의 거리
는 멜버른 골목 문화를 집약시켜 보여주는 곳이다. 엉덩이 붙
이고 앉을만한 공간이 있으면 의자와 테이블을 내놓은 노천
카페 및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디자이너 부티크와 수제 문구
용품점, 액세사리숍들도 있고 컵케익, 스프, 와플 등 이색 먹
거리도 즐비하다. 지나가는 사람들만 구경해도 흥미롭다. 주
의해야 할 점은 이곳의 상점들은 이른 아침 문을 열고 늦은
오후면 문을 닫는다는 점. 그렇다고 만약 늦은 오후, 또는 밤
에 이 거리를 방문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 것. 문 닫힌 거
리는 그래피티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

플린더스 스트리트에서 스완스톤과 러셀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작은 골목인 이곳은 무엇보다도 그래피티로 유명하
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두 주
인공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으로 더 유명하다. 한국에는 호시
어 레인이라는 어려운 발음대신 ‘미사 골목’으로 불리운다.
멜버른에서도 소문난 레스토랑으로 꼽히는 모비다가 이 골
목 입구에 위치해 있어 찾기는 어렵지 않다. 골목에 들어서
는 순간 특이한 그래피티들이 눈을 사로 잡는다. 낮이든 밤
이든 사진을 찍어도 그림이 되는 곳이다. 어스름이 내려앉고
조명이 커지는 저녁 무렵이 사진찍고 둘러보기는 더 좋다.
이곳의 그래피티는 1년에 한두번 조금씩 변화하거나 새로운
그림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멜버른 시내의 제 모습을 보려면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해보
자. 각종 사무실, 관공서 등이 모여 있는 CBD는 오전 6시30분
이면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다운타운으로 출근하는 멜버
니언들은 일찍 출근한 후 진한 모닝 커피와 간단한 아침식사
로 잠시 여유를 가진 다음 업무에 들어간다. 큰 거리에는 바쁘
게 사람들이 오가고 안으로 들어선 골목에선 소박한 메뉴를
앞두고 동료들과 수다를 떠나는 멜버니언들을 만난다.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을 얻기에도 그만이다.

멜버른 시내의 아침을 보고 싶다면

코즈웨이 & 이퀴터블 플레이스
Causeway & Equitable Place

아침 및 점심식사로 유명한 골목들이어서 여행자들보다 현
지인들에게 인기있는 골목이다. 코즈웨이의 노천 카페와 레
스토랑들은 소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한다. 가격
도 비교적 저렴하다. 이퀴터블 Pl(Place)에 바게트 샌드위치,
인도 요리 및 스시, 샐러드 전문점들이 소박하게 들어서 있
다. 입구에 위치한 바게트 전문점 라 보게타(La Boguetta)는
갓 구운 바게트에 직접 고른 속재료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준
다. 가격도 $10내외. 둘이서 먹어도 좋을 만큼 넉넉한 크기
다. 이곳의 숍은 주중에만 문을 여는 곳이 많으니 참고할 것.
이 두 골목은 리틀 콜린스에서 엘리자베스와 스완스톤 스트
리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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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 4

그 외의 거리
CBD Streets

이색 매력으로 무장한 거리, 거리들

ch eck m o re 플린더스 레인의 아트 갤러리
플린더스 레인 갤러리 Flinders Lane Gallery

론즈데일 스트리트는 그리스 향기가 물씬 풍기는 거리이자 멜버른 쇼핑의 현재를 상징하는 멜버른
센트럴과 QV가 마주하는 거리다. 플린더스 레인에는 작은 갤러리, 디자이너스 숍 등이 많아 보물찾기 하듯
즐길 수 있는 거리이고 다운타운 위쪽 주립도서관과 면한 라 트로브에서는 한국어가 가능한 인터넷 카페,
한국 식료품점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이 책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킹(King) 스트리트는
스트립쇼가 유명하다. 퀸 스트리트는 평범한 오피스 거리 같지만 사이 사이 클럽과 라이브 재즈 바 등이
숨어 있다.

1989년에 문을 연 ‘전통을 자랑하는’ 갤러리. 호주 원주민 미
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주로 전시한다.
L
T

137 Flinders Lane
03 9654 3332 www.flg.com.au

포티파이브 다운스테어스 Fortyfive Downstairs
각종 공연과 미술 작품을 두루 감상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
공간이다. 연중 내내 혁신적인 기획으로 전 세계 인디 아티
스트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O
T

애너 슈워츠 갤러리 Anna Schwartz Gallery
매년 멜버른 국제 예술제 참가작들을 전시하는 갤러리. 수
준 높은 설치 미술품을 주로 접할 수 있다.
L
T

185 Flinders Lane
03 9654 6131 www.annaschwartzgallery.com

아크 원 갤러리 Arc One Gallery
2002년에 설립된 아크 원 갤러리는 현대를 대표하는 25명
이상의 주요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 미디
어, 설치 예술, 그림, 조각 등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일-월 휴무 L 45 Flinders Lane
03 9662 9966 www.fortyfivedownstairs.com

O
T

화-토 11.00am~5.00pm L 45 Flinders Lane
03 9650 0589 www.arcone.com.au

론즈데일 스트리트
저널 캔틴

멜버른에서 찾은 지중해의 자유, 그리스 쿼터 Greek Quarter
멜버른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리스 커뮤니티가 있다. 론즈데일(Lonsdale) 스트리트는 1897년 그리스 이민자들이 형
성한 대표 상권인데 이 거리에 들어서면 지중해의 바람이 경쾌하게 살랑인다.

✽스탤럭타이츠 Stalactites
30년 넘게 멜버니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온 그리스 레스
토랑. 24시간 문을 여는 덕에 새벽 넘어서까지 수많은 젊은
이들이 자리를 채운다.
이 집의 수블라키(Souvlaki, $10대)와 무사카(Mousaka, $20
대)는 그리스 전통 음식으로 손님들이 가장 즐겨 찾는 메뉴.
향긋한 올리브와 짭조름한 치즈에 와인을 곁들인 전채 요리
도 부담 없는 야식으로 손색없다.

플린더스 레인

플린더스 레인
✽크래프트 빅토리아 Craft Victoria

✽더 저널 The Journal

O

아티스트들의 실험정신이 묻어나는 수공예품 갤러리 및 판
매점이다. 플린더스 레인(Flinders Lane)은 빅토리아 주 정부
의 장기적인 지원 덕에, 로컬 디자이너의 숍이 집결한 ‘예술
골목’으로 주목받아 왔다. 크래프트 빅토리아 내부에 위치한
판매점 ‘카운터(Counter)’에는 고급스러우면서 위트있는 디
자인의 액세서리와 생활용품(보통 $50~200)이 가득하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의 가정식 요리를 멜버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로사의 키친 (Rosa’s Kitchen)’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시칠리아 출신의 아줌마 요리사가 만들어내는 소박
하면서도 맛깔스러운 시칠리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멜버른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하다. 이곳의 요리들은 인위적
인 맛보다는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린 요리들로 유명하다. 먹
고 나면 뒷 맛이 깊고 개운하다.
요리는 그날 그날 칠판에 에피타이저 1~3가지, 메인 3~4가
지, 디저트 1~2가지가 적히며 매일 바뀐다. 따로 메뉴판이
있지는 않지만 라자냐 등의 파스타는 이 집 대표 메뉴 중의
하나다. 이 레스토랑의 주인 로사 씨는 푸근하면서도 깐깐한
인상을 주는 분으로 요리책도 쓴 유명인이다. 식사 후엔 정
통 이탈리안 식 에스프레소도 맛볼 것. 그윽한 커피 향과 깔
끔한 뒷 맛 또한 인상적이다.

T

O
L

월-토 11.00am~6.00pm
31 Flinders Lane T 03 9650 7775 www.craft.org.au

✽맨체스터 레인 Manchester Lane
재즈, 펑크, R&B, 디스코, 어쿠스틱 등 음악 감상만으로도 허
기를 채울 수 있는 라운지 형 레스토랑이다. 흥겨운 공연을
보며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일요일엔 종종 유명 아티
스트의 쇼케이스도 열린다. 금요일엔 점심 식사만 가능하다.
P
L

2 코스 요리 $47.50, 3코스 요리 $57.50
36 Manchester Lane T 03 966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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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4시간 오픈 L 177-183 Lonsdale St, Melbourne
03 9663 3316 www.stalactites.com.au

✽피아디나 슬로푸드 Piadina Slowfood
이 집의 대표 메뉴인 피아디나(Piadina)는 일종의 이탈리안
식 슬로푸드로, 평평한 빵(Flatbread)에 각종 채소를 토핑으
로 얹은 그릴 샌드위치이다. 유기농 채소의 아삭함에 모짜
스탤럭타이츠

렐라 치즈가 부드럽게 녹아드는 순간, 그 맛은 ‘돌아서면 생
각나는’ 추억이 된다. 다양한 메뉴 중 그릭 고트 스튜(Greek
Goat Stew)는 이 집만의 특식이다.
P
L

메인 $10내외 (현금만) O 월-금 6.00am~4.30pm
57 Lonsdale St, Melbourne T 03 9662 2277

✽메시야 Meshiya
메시야는 멜버른에 불고 있는 ‘쿨 재팬(Cool Japan)’ 열풍을
주도하는 이자카야 중 한 곳이다. 적당히 달달한 다코야키와
바삭한 두부 튀김으로 입맛을 돋우고, 싱싱한 사시미를 음미
한 후,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나베우동으로 마무리하면 감탄
사가 절로 나온다. 플럼 와인(Plum Wine, 살얼음 뜬 매실주)
을 곁들이면 제격이다.
P
L

전채 $10내외, 메인 $10~50 O 매일 12.00pm~9.30pm
200 Lonsdale Street T 03 9654 6242

메시아

피아디나

월-금 7.00am~8.00pm, 토-일 8.00am~6.00pm
라자냐 $17.5 L 253 Flinders Lane
T 03 9650 4399 http://journalcafe.com.au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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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캣 재즈 클럽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기차여행 퍼핑 빌리
파리 캣 재즈 클럽

퀸 스트리트
마이클스 카메라 스토어

✽터프 스포츠 바 & 그릴 Turf Sports Bar & Grill
멜버른 퀸스 스트리트와 버크 스트리트 코너에 위치한 이곳에
서는 육즙 가득한 그릴 스테이크와 맛있는 피자, 전통 펍 음식
들을 맛볼 수 있다. 큰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 대형 스
크린을 통해 경기를 생중계해주기 때문에 스포츠 매니아들에
게 인기가 좋다. 과거 1976년대 풍의 빅토리안 스타일의 편안
한 분위기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는 요소다.
그릴스테이크 $28~39, 피자 $14~17, 기타 식사메뉴 $18~26
주중은

낮 11시30분부터, 주말은 오후2시부터 오픈. 폐점은 매일
다르다. L Basement Level, 131 Queen St
T 03 9670 1271 www.turfbar.com.au

P

O

호주 멜버른 단데농의 아름다운 숲을 지나는 증기기관차 퍼핑 빌리.
칙칙폭폭 증기를 올리며 시원하게 숲을 가로질러 동심의 세계로 신나게 안내합니다.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파리 캣 재즈 클럽 Paris Cat Jazz Club
여행 중에는 우연히 좋은 곳을 발견하기도 한다. 파리 캣 재
즈 클럽도 그런 곳 중의 하나. 퀸과 리틀 버크가 만나는 곳에
서 음악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이곳은 멜버른에서도 유명한
재즈 클럽으로 작지만 아늑한 라운지에는 매일 다른 뮤지션
들의 수준 높은 재즈 공연들이 밤을 채운다. 주말에는 두번
의 공연이, 평일에는 한번의 공연이 진행된다. 클럽 오픈 시
간은 매일 밤 8시부터. 공연 시간은 주로 밤 9시나 9시30분
첫 공연을 시작하며 쇼타임은 30~40분 정도에 이른다. 입
장료 또한 그날의 출연진 등에 따라 다르다. $12~20정도며
음료 가격은 일반적이다. 주말엔 발 디딜 틈 없다. 자세한 출
연진, 가격, 쇼타임 등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토 7.00pm~late
L 6 Goldie Place T 03 9642 4711 www.pariscat.com.au

젬브루크역으로 이색 여행을 떠나보세요. 토마스 기차의 모델이 된 증기기관차를 타고

✽마이클스 카메라 스토어 Michaels Camera Store

아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당일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St는 멜버른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이
거리엔 카메라 전문 숍과 사진점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그 중
호주 최대의 카메라 전문점 중 하나인 마이클스 카메라 스토
어는 1916년 개관한 이래, 각종 카메라와 디지털 장비들을 판
매해 왔다. 오랜 역사는 2000종의 카메라를 남겼는데, 전 세
계 사진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아 옛 카메라의 흔적을 렌즈에
담는다. 장기 체류 여행자라면 이곳에서 주최하는 사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듯싶다.

좀 더 특별한 기차 여행은 어떤가요? ‘스팀 & 퀴진 런천 트레인(Steam & Cuisine

O

월
 -목, 토요일 : 9.00am~6,00pm, 금요일 9.00am~9.00pm,

T

일요일 11.00am~6.00pm L Elizabeth St와 Lonsdale St 코너
03 9672 2222 www.michaels.com.au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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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그레이브역에서 단데농의 또 다른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멀랜드 레이크 파크 혹은

Luncheon Train)'은 기차에서 최고급 만찬을 즐기며 아주 특별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벨그레이브역에서 출발하는 퍼핑 빌리는 멜버른에서는 불과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행합니다. 시내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 관련 상품을 문의하세요.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

Inner Melbourne

Streets
North & West

보헤미안 스타일 지친 영혼을 위로하다
호주를 대표하는 보헤미안 스타일의 도시 멜버른에서 보헤미안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한다. 브런즈윅을 비롯해 라이곤 스트리트, 빅토리아 & 스미스 스트리트
등은 전혀 유행을 타지 않을 것같은 빈티지한 거리 분위기에 멜버른만의 스타일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개성 넘치는 숍과 카페, 레스토랑 등이 넘친다. 걷다가 맘에 드는 숍, 갤러리,
카페 등에서 시간을 보내도 좋을 만큼 걷는 재미가 가득하다.
주말 밤이면 이 거리의 클럽과 재즈바 등은 저마다의 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일상에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예술가의 거리로 변신한다. 멜버른이라는 도시에 홀딱 빠져버리게 되는 곳,
멜버른의 진짜 매력이 무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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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 1

브런즈윅
Brunswick St.

노바디 Nobody

자유와 낭만이 가득한 빈티지 거리

이곳엔 정말 탐나는 데님 제품들이 잔뜩 걸려있
다. 톡톡한 질감이 가볍게 느껴지는 청바지는 잘
빠진 라인을 자랑한다. 면 티셔츠의 프린트도 깔
끔하면서도 독특하다. 오스트렐리안 데님 패션
을 대표하는 수제 브랜드의 하나로 이곳에서 직
접 청바지를 디자인하고 생산한다. 청바지 가격
은 20만~30만원 정도이지만 하나쯤은 갖고 싶
어질 정도다.

멜버른 중심부에서 112번 트램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시티의 중심부와는 다른 분위기의
아기자기한 거리가 나타난다. 거리의 중간 중간에는 타일로 그림을 그려 넣은 벤치가 있고 기타를 맨
보헤미안들이 그 벤치에 앉아 연주를 한다. 거리에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걷고, 유행과는 거리가 먼
빈티지숍과 헌책방을 구경하다가 나만의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자유로운 거리.

thin gs to see & b uy

노바디

L 396 Brunswick st. Fitzroy
www.nobody.com.au

T

03 9419 3700

윌킨스 앤 켄트 Wilkins and Kent
쇼윈도우에 진열된 아기자기한 소품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
으로 피츠로이에서 꽤 유명한 디자인 숍이다. 특히 자체 제작하는 가
구의 디자인과 색상이 세련되고 견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4년 핸
드메이드 가구디자인 숍으로 문을 연 윌킨스 앤 켄트는 현재 가구를
비롯하여 그릇, 의류, 침구류 등의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
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법랑 제품을 저렴하게 판
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문 제작 가구 $200 부터, 니트 목도리 $30~50, 법랑 냄비 $30~100
월
 -금 10.30am~5.30pm, 토 10.00am~5.00pm, 일 11.00am~5.00pm
L 230 Brunswick st. Fitzroy T 03 9419 5251 www.wilkinsandkent.com

P

로즈 스트리트 아티스트 마켓

O

로즈 스트리트 아티스트 마켓 Rose Street Artists Market

윌킨스 앤 켄트

제타 플로렌스 Zetta Florence
누구에게든 특별한 편지나 카드를 보내고 싶거나 선물을 하고 싶다면 이곳의 편
지지와 봉투, 엽서, 선물 포장지 등을 기억하자. 독특한 문양과 패턴으로 단순한
편지지와 봉투가 아닌 예술 작품이다. 수첩이나 다이어리, 캘린더 등도 독특해서
선물로도 좋다. 책갈피 등은 가벼운 선물용으로도 그만이다. 꽤 넓은 매장에 전시
된 물품을 돌아보는 재미만으로도 쏠쏠하다.

O
T

‘T2’로 더 잘 알려진 티 투(Tea Too)는 멜버른과 시드니, 서호주 등에 여러 개의 지
점을 두고 세계의 다양한 차를 판매하며 카페와 레스토랑에 차를 공급하기도 하
는 유명한 차 전문점이다. 멜버른에만 해도 일곱 개의 매장이 있지만 브런즈윅의
티투는 10년 전 처음 티 투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첫 번째 가게이다. 매장의 곳곳에
놓아둔 테이블 위에는 직접 시향해 볼 수 있도록 작은 그릇마다 찻잎을 조금씩 담
아 두었다. 찻잔과 차주전자, 찻잎을 넣은 비스킷 등 차와 관련된 다양한 액세사리
도 구입할 수 있다.

197 Brunswick st. Fitzroy O 월-금 10.30am~6.00pm, 토-일10.00am~5.00pm
T 03 9417 3365 www.zettaflorence.com.au
제타 플로렌스

헌터 개더러 Hunter Gatherer

티
 셔츠 $5부터, 넥타이 $9~15, 앞치마 $15~30 L 274 Brunswick st. Fitzroy
O 매일 개점 10.15am~폐점 5.45pm~8.00pm 사이 (매일 다르다)
T 03 9415 7371 www.brotherhoodstore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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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 일 8.00am~late L 60 Rose St, Fitzroy
03 9419 5529 www.rosestmarket.com.au

티 투 Tea Too

L

헌터 개더러는 세인트 로렌스 재단이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가게와 비슷
한 개념의 빈티지숍이다. 주기적으로 들여오는 빈티지 제품들과 스타일로 만든 의
류, 가방 등의 호주 제품과 다양한 패턴의 넥타이와 앞치마 등의 패션용품이 있다.

피츠로이의 거리들은 얼터너티브 문화와 예술, 그리고 최신 유행 요소들이 감각적
으로 어우러져있다. 도심 지역이 고급 주택화되어갈 때 피츠로이엔 아트 갤러리, 스
튜디오, 전문 서점 등이 들어서며 다른 지구와는 차별화된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즈 스트리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말마다 열리는 로즈
스트리트 아티스트 마켓이다.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공예가들은 잘 정돈된 공간에
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곳의 물건들이 대부분 멜버른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아티스트들은 멜버른 아트와 디자인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상당하다. 아티스트
와 직접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그림, 사진, 그릇, 주얼리,
옷, 팬시한 디자인 소품 등이 전시 판매된다.

헌터 개더러

차 100g당 $15내외, 찻잔+주전자세트 $40, 50가지 티백세트 $75
매일 개점 10.00am~폐점 5.30pm~7.00pm
L 340 Brunswick st. Fitzroy T 03 8415 0609 www.t2tea.com

P

티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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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로 San Churro
브런즈윅에서 가장 달콤한 향기가 나는 곳이다. 멜버니언에게 가장 사랑받는
초콜릿 디저트 카페인 이곳은 시간에 관계없이 디저트를 먹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 집에서 가장 맛있는 디저트인 츄로스(Churros)는 스페인에서
아침식사 대용으로 주로 먹는 도너츠로 브런즈윅에서 역시 브런치 메뉴로 인
기가 많다. 다음으로 인기가 좋은 것이 클래식 핫 초콜릿인데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에 생크림을 섞어 걸죽하게 끓인 진짜 핫 초콜릿으로 초콜릿을 좋아하
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맛보아야 할 메뉴이다.

센츄로

츄
 로스 $10내외, 초콜릿 타파 $20 내외 O 월 11.00am~10,00pm, 화-목
11.00am~11.00pm, 금-토 11.00am~12.00am, 일 11.00am~11.00pm
L 277 Brunswick st. Fitzroy 3065 T 03 9419 9936 www.sanchurro.com

P

브런스윅 st.

thin gs to eat

스퍼드 바 Spud Bar
마리오스 Mario’s

스퍼드 바

빅토리아주에서 ‘건강한 패스트푸드’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다. 2000년 세
인트 킬다의 첫 매장을 시작으로 빅토리아 주에 10개 매장 등이 있다. 스퍼드
(Spud)란 오븐에서 구운 포슬포슬한 감자를 말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토핑을
올려 먹는 것이 이 집의 주 메뉴. 토핑으로 토마토, 올리브, 강낭콩 등 채식 토
핑에서부터 따뜻한 커리와 볼로네즈 소스까지 무려 30가지나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훌륭한 이탈리안 스타일의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곳이다. 멜버니언들에게도 마리오스의 요리
는 독특하다. 하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캐주얼함을
강조했다. 주말에 이곳을 방문한다면 매주 새롭게 바뀌
는 주말 스페셜 메뉴를 맛보자. 레스토랑 벽면에는 예술
가들의 그림과 사진 등 예술 작품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어 입과 눈이 동시에 즐거워진다.

P
L

파스타 $14~23.5, 메인코스 $24.5~29.5
월-토 7.00am~10.30pm 일 공휴일 8.00am~10.30pm
L 303 Brunswick Street, Fitzroy
T 03 9417 3343 www.marioscafe.com.au

$10내외 토핑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368 Brunswick st. Fitzroy 3065 www.spudbar.com.au

브런즈윅 가는 법
멜버른 센트럴의 콜린스 거리에서 112번 트램
을 타면 브런즈윅 거리에서 하차할 수 있다.
소요 시간 15분.

P

check m o re

O

책 냄새에 매료되다_ 멜버른의 중고서점과 전문서점
멜버른은 책의 도시이기도 하다. 거리에 다양한 서점들이 모여 있다. 특히 빈티지한 멋을 자랑하는 멜버른 시내 북쪽인 피츠로
이와 칼톤 지역에는 중고서점과 전문서점들도 많이 있어 더욱 흥미롭다.

마담 쏘쏘 Madame Sou Sou
브런즈윅의 상징과도 같은 레
스토랑. 브런즈윅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풍스
러운 인테리어와 맛있는
요리가 유명하다. 여행자
라도 내부에서 사진을 찍지 못
하게 할만큼 음식과 레스토랑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곳, 깐깐해 보이는 여주인의 인상만으로도 그 질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인다. 주문했던 티본 스테이크는 그야
말로 손바닥보다도 큰 고기가 고소한 버터 소스와 알맞
게 구워진 육질 그리고 육즙이 어우러져 일품이었다. 매
콤한 맛이 나는 파스타 펜네 또한 따뜻하고 적당히 쫄깃
거린다. 각종 재료가 어우러진 소스 또한 깊은 맛을 내고
있다. 고전적인 인테리어 분위기 또한 여행자들의 눈길
을 끄는 요소. 명성답게 가격이 다소 비싸다.

그럽 스트리트 서점 Grub Street Bookshop
브런즈윅에도 헌책방
점이 여러 곳 있는데
그럽 스트리트 서점
도 그 중에 하나. 주인
의 꼼꼼한 성격 덕분
에 다른 헌책방에 비
해 책의 상태가 잘 보
존되어 있는데 헌책이 들어오면 책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
하고 표지를 모두 비닐로 포장까지 해서 최대한 새 책에 가
까운 상태로 준비해놓기 때문이라고.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원하는 책을 찾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매장 앞에 놓
인 테이블에는 박스마다 표지나 속지의 상태가 좋지 않은
책들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1권 $5부터, 이벤트용 책 1박스 $20
O 매일 10.00am~6.00pm
L 379 Brunswick st. Fitzroy T 03 9417 3117
P

P

타이틀 뮤직 필름 북스 Title Music Film Books

O

음악과 영화에 대한 책을 소개하는 서점. 특히 인디 음악과 영
화에 대한 책이 많다.

전채 $20내외, 파스타 $30내외, 그릴 $28~33
월-금 11.00am~10.00pm, 토-일 9.00am~10.00pm
L 231 Brunswick st. Fitzroy
T 03 9417 0400 www.madamesousou.com.au

L

마담 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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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Gertrude St, Fitzroy

힐 오브 콘텐트

Hill of Content
멜버른 국내에서 출판
된 책은 물론 해외에서
출판된 책까지 다양한
범위의 책을 소유하고
있다. 개인 취향에 맞
는 맞춤 서비스는 물
론 무료 선물 포장까

지 제공한다.
월-목 9.00am~6.00pm, 금 8.00pm까지, 토 10.00am
~6.00pm, 일 11.00am~5.00pm L 86 Bourke Street
T 03 9 662 9472 www.hillofcontentbookshop.com

O

북스 포 쿡스 Books for Cooks
편안한 서재 같은 서점에 들어서면 음식과 와인을 다룬 2
만5000여권의 책(헌 책 포함)이 원목 서가에 빽빽하게 꽂
혀있다. 요리 레서피를 담은 책은 물론 셰프들의 에세이집
과 와인 가이드북, 요리 역사 및 조리 과학 책까지 ‘맛있는
정보’가 가득하다.
월-토 9.00am~5.00pm, 일 10.00am~5.00pm
129-131 Terry St, Melbourne
T 03 8415 1415 www.booksforcooks.com.au

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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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 2

라이곤
Lygon St.

디.오.씨 D.O.C

음식에 빠진 멜버른 그 중심 거리

2009, 2010, 2011년 굿 푸드 가이드(Good Food Guide)에 선정된 이곳은
멜버니언들이 이탈리아의 맛을 찾아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D.O.C의 대표
식재료는 산다니엘 햄으로, 이탈리아의 산다니엘 지역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 길러진 돼지로 만들어진 신선한 수제햄. 현지에서 공수한 햄, 신선
한 치즈, 얇고 바삭한 도우가 맛있는 피자를 만든다.

멜버른에서 가장 맛있는 거리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 않고 북서쪽에 위치한 라이곤
스트리트를 꼽는다. 1900년대 초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칼튼(Carlton)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 거리는 이탈리아의 음식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독창적인 공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축구가 열리거나
페라리가 F1 그랑프리 경기에서 우승이라도 한다면 이곳은 그야말로 이탈리안들의 이벤트 천국이 된다.
특히 아가일 광장(Argyle Square)은 라이곤에서 가장 유명한 이벤트 광장이다.

디.오.씨

P
L

$10~30 O 월-수 5.00pm~10.30pm, 목-일 12.00pm-10.30pm
295 Drummond St, Carlton T 03 9347 2998 docgroup.net

유니버시티 카페 University Cafė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발목을 끌어당기는
유니버시티 카페는 다양한 종류의 브런치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프렌치 토스트에서 부
터 미국 스타일의 브런치까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침을 즐길 수 있다. 가게 앞 테라스에는
간단한 차와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며
직접 뽑아내는 에스프레소 커피도 수준급이다.

브루네티 케이크 Brunetti Cakes
멜버른에서 가장 유명하며 사랑받는 디저트 숍
중 의 하나다. 파라데이(Faraday) st.에 위치한 이
곳은 1985년에 오픈한 이래 Angele’s 가족이 운
영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카페로 전향했다. 현
재는 레스토랑도 같이 운영 중이다. 과거 이탈리
아 올림픽 대표팀의 수석 요리사를 지내기도 했
던 실력답게 수많은 종류의 디저트가 제공된다.

P

$15∼20 O 7.00am∼11.00pm L 257 Lygon ST, Carlton T 03 9347 2142

유니버시티 카페

$20∼30 L 380 Lygon St, Carlton
월-목, 일요일 6.00am~11.00pm,
금-토요일 6.00am~12.00am
T 03 9347 2801 www.brunetti.com.au

P

O

라이곤 스트리트 가는 법

브루네티 케이크

트램 : 스
 완스톤 스트리트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1번 또는 8번 이용
버스 : 멜
 버른 센트럴에서 20, 201, 203,
207 번 이용
소요시간 15분 정도
카페 이탈리아

빌라 로마나

티아모 Tiamo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작지만, 안락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연인들이
방금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맛있는 이탈리안 요리를 먹으며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이다. 아침 7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토스트, 오믈렛 등의
아침식사 메뉴가 준비된다. 1호점 옆의 2호점은 좀 더 정통적인 이탈리안 요
리들을 제공한다. 미리 예약할 수가 없어 늘 기다리는 줄로 붐빈다.
P
T

노터노 Notturno

T

피자 화덕을 이용해 피자를 구워내는 빌라 로마나는 정통 이태리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다. 실력파 쉐프가 화덕에서 직접 구워내는 이곳만
의 특별한 피자는 쫄깃한 도우와 깔끔한 소스의 맛이 많은 고객들의 입맛
을 사로잡고 있다. 비교적 무거운 정찬에 비해, 피자는 $10에 제공.

$5~20 O 월-토 7.00am~11.00pm, 일 7.00am~9.30pm L 303 Lygon st. Carlton
03 9347 5759 www.tiamo.com.au

라이곤 스트리트를 대표하는 30년 전통의 피자집이다. 오랜 세월 피자를
만들어온 장인이 항시 피자를 구워내며 테이크 아웃도 가능해 많은 이들
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 또한 이곳만의 매력. 특히 24
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가게 앞은 항시 많은 고객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원한 맥주와 바삭한 피자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P

빌라 로마나 Villa Romana

$15∼40 O 매일 이른아침~새벽 L 177-179 Lygon St, Carlton
03 9347 8286 www.cafenotturno.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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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터노

$60∼70 O 매일 12.00pm~23,00pm, 12.00am
252 Lygon St, Carlton T 03 9650 7990 villaromanacarlton.com.au

비아 베네토 Via Veneto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음악, 최고의 분위기를 추구하는 비아 베네토는 이태
리의 가정식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1965년부터 이태리 나폴
리 출신의 쉐프가 피자를 굽기 시작했고 라이곤에서 최고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중 한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별한 날 기분 내기에 제격이다. 예약은 필수.
P

$60∼70 O 11.00am∼Midnight L 234 Lygon St, Car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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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파게타타 La Spaghettata
멜버른에서 가장 맛있는 파스타를 만든다고 소문난 이곳의 메뉴판
에는 다양한 파스타 면을 이용한 요리로 가득하다. 여러 파스타 요리
를 제공하지만 특히 스파게티면을 이용한 요리에 가장 신경을 쓴다
고. 맛도 좋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 문전성시를 이룬다.
P
T

$30∼40 O 11.00am~Midnight L 238 Lygon St. Carlton
03 9663 6102 www.laspaghettata.com.au

라이곤 스트리트

파스타 루스티카 리스토란테
Pasta Rustica Ristorante

고풍스런 인테리어와 편안한 이태리 요리가
매력인 곳으로 라이곤에서 그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빨간 벽돌과 중세 시대에나 볼 수 있음직한
액자와 장식물들은 이곳을 한층 더 분위기 있게 만들어 준다. 이곳에
서는 링귀니 마리나라같이 올리브 오일만을 사용하는 파스타를 만
들어 내는데 다른 이태리 레스토랑과 비교해 볼 때 한결 깔끔하면서
도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매일매일 장을 보는 식재료에 따라 추
천메뉴가 달라지니 매니저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P
T

$30∼40 O 11.00am~midnight L 148-150 Lygon St, Carlton
03 9663 8125 www.pastarustica.com.au

파스타 루스티카

check m o re

식재료의 천국

퀸 빅토리아 마켓 Queen Victoria Market
멜버른의 식탁을 보기 위해서라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흥미로
울 것이다. 식재료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멜버른에서 ‘퀸 빅토리아 마
켓’을 방문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준다.
엘리자베스와 빅토리아 스트리트가 교차하는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
퀸 빅토리아 마켓은 ‘빅 마켓(Big Market)’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멜버
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1850년대에 멜버른 동쪽 지역에서 작은
시장으로 시작되어 점차 확장됐다. 또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으
로 멜버른 시민들 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매일 새벽 6시면 문을 열어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
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사람사이의 대화, 그리고 푸근
한 멜버니언들의 인상은 다른 곳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식재료의 천국답게 당분과 모양이 훌륭하게 관리된 채소들
과 형형색색의 과일들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허브가 즐비
하며, 최상등급의 마블링을 자랑하는 호주산 쇠고기 또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 각종 맛있는 군것질 거리도 많아 시장을 둘러보며 아
침, 점심 넉넉히 한끼를 해결하기에도 그만이다. 기념품들
을 저렴하게 구입하기에도 좋다.
화
 ·목 6am~2pm, 금 6am~5pm,
토 6am~3pm, 일 9am~4pm (월·수 폐장)
L 513
 Elizabeth st. 엘리자베스 스트리트와 빅토리아

O

스트리트 코너에 위치. 시내에서는 10~20분 걸어서 갈
수 있고 엘리자베스 거리에서 55, 57, 59번 트램을 타면
1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다. www.qvm.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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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세계 유일의 엣지 체험 전망대

Streets 3

스미스
Smith St.

아웃렛 쇼핑과 먹거리 천국

여행지에서는 ‘진흙 속 진주’를 찾는 마음으로 싼 값에 개성 있는 아이템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그럴 땐 트램
86번에 올라, 시티 북쪽에 있는 콜링우드(Collingwood)와 피츠로이(Fitzroy)의 경계, 스미스 스트리트로 향하자.
이 거리에는 모든 쇼핑 아이템을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아웃렛(Outlet) 매장이 들어서 있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 다국적 브랜드의 아웃렛 매장이 이 거리에서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스미스 거리의 레스토랑이나
카페들은 음식 가격마저도 착하다. 스미스 거리와 만나는 빅토리아 거리는 ‘리틀 사이공’으로 불리는 베트남
거리. 쌀국수를 비롯한 다양한 베트남 요리가 유혹하고 있다.

로스트 앤 파운드 Lost and Found

L

브런즈윅 스트리트의 유명 카페 ‘쿰 델리’에서 일하는 크루
가 스미스 스트리트에 새롭게 오픈한 카페다. 카페 이름인
앨리멘터리(Alimentari)는 ‘좋은 음식과의 만남’이라는 뜻. 주
문받자마자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 맛은 물론 정성까지 듬뿍
담았다. 갓 구워낸 빵 냄새와 친한 친구들과의 편안한 대화,
맛있는 음식이 오감을 자극한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샌드위
치로, 근교로 소풍을 떠날 때 도시락으로 주문하기 좋다.
O
T

8.00am~6.00pm L 302 Smith Street, Collingwood
03 9416 1666

베비다 바 & 카페 Bebida Bar & Café

월
 12.00pm~6.00pm, 화-금 11.00am~6.00pm
토-일 10.30am~5.00pm L 305 Smith Street, Fitzroy

2003년부터 스미스 스트리트를 지켜온 곳으로 맛있는 음식
과 친근감 넘치는 환대, 편안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다. 잔잔하게 흐르는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누거나 한가롭게 독서를 즐기기에도 좋다.
베비다는 스페인어로 음료라는 뜻으로, 다양한 빅토리아주
의 맥주와 와인을 맛볼 수 있다. 마치 친구의 외딴 별장에 초
대받은 듯한 특별함이 있는 곳이다.

그럼피의 그린 Grumpy’s Green
멜버른의 자연친화적인 라운지 바(Bar)다. 지역에서 직접 제조한 다양
한 맥주와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화장실, 완벽한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독특한 곳이다. 탄소 배출 반대에도 앞장서고
있어, ‘먹고 마시면서 세계를 구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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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 $14부터 (칵테일 아워 수~금 5.00pm~7.00pm)
수, 목 5.00pm~1.00am, 금 3.00am, 토 6.00pm~3.00am, 일~화 휴무
L 80 Smith Street, Collingwood T www.crds.com.au

P

O

헉스타버거 Huxtaburger

실속 있는 쇼핑이 가능한 거리, 스미스 St의 대표적인 아웃렛 매장이
다. 이곳에는 12개의 인기 빈티지 브랜드점이 집결해 있는데, 그 중에
서도 앤티크 가구점(20th Century Pieces)과 중고품 숍(ImageObjex)
은 꼭 한 번 들를만한 곳이다. 매장은 넓고 둘러 볼 아이템은 많은 곳
이니만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쇼핑에 나서는 것이 좋다.

$3~18 O 월-금 4.00pm~1.00am 토-일 12.00pm~1:00am
L 125 Smith St. Fitzroy T 03 9416 1944 www.grumpysgreen.com

월
 요일 공휴일 휴무 L 321 Smith Street, Fitzroy
www.incube8r.com.au

스미스 스트리트 앨리멘터리 Smith St Alimentari

매일 12noon~6.00pm
12 Smith Street, Collingwood T 03 9419 4477

P

1920년대에 오픈, 옛 인테리어와 장식품을 그대로 보존해왔
다. 오래 된 칵테일 바에서 매일 밤 흘러나오는 어쿠스틱 기
타 소리는 스미스 스트리트의 ‘빈티지스런 느낌’과 더없이 잘
어울린다. 마술, 코미디, 라이브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가 열려 멜버니언들의 흥겨운 모임이 끊이질 않는다.

T

스미스 스트리트 바자 Smith Street Bazaar

O

카즈 레이탑스 더티 시크릿Caz Reitop’s Dirty Secret

각종 수공예품을 만드는 아티스트와 일러스트 티셔츠 디자
이너에게 늘 열려있는 곳이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작품 판
매를 대행해주는 숍이기 때문이다. 독특한 문양의 공예품이
나 개성 있는 그림과 사진, 귀여운 일러스트가 새겨진 티셔
츠에 관심 있는 여행객이라면 이 숍을 놓쳐선 안된다. 세련
된 디자인의 지갑과 가방, 액세서리 등을 비싸지 않은 가격
에 구입할 수 있다.
O

빈티지 숍으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60년대 스타일의 청자켓과 가발,
헌책과 골동품, 앤티크 스타일의 가구를 둘러보며 ‘복고풍 매력’을 제
대로 느낄 수 있다. 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대학생들이 자취방을 얻
어 첫 살림을 마련할 때 이곳을 찾는다.
O

인큐브 8r 갤러리 In Cube 8r Gallery

미오

수-일 8.00am~1.00am, 월 8.00am~4.00pm, 화요일 휴무
L 325 Smith Street, Fitzroy T 03 9419 5260

O

홈메이드 햄버거를 좋아한다면, 헉스타버거를 기억하자. 기
발한 아이디어로 가득찬 이곳은 스미스 스트리트에서 사랑
받는 햄버거 가게다. 이곳에서는 오직 높은 품질의 재료에
집중한다.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5가지의 햄버거 중 선택
한 다음, 갓 튀긴 감자튀김과 차가운 캔맥주를 함께 곁들인
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P
T

$5~11.5 L 106 Smith St. Collingwood
03 9417 6329 www.huxtaburger.com.au

페코, 페코 Peko, Peko
스미스 스트리트에 있는 캐주얼 일식 레스토랑. 생선회, 화
려한 장식의 소바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개성을 뽐내는 메뉴
들로 가득하다. 칠판에 적힌 ‘오늘의 특별 메뉴’를 선택하면
맛있는 일식 정식을 맛볼 수 있다.
O
T

noon~10.00pm 일 휴무 L 199 Smith Street, Fitzroy
03 9415 9609

빅토리아 & 스미스 스트리트 가는 법
센트럴의 버크(Bourke) 스트리트나 거트루드(Gertrude)
거리에서 86번 트램을 탄다. 24번과 109번 트램은 빅토리아
스트리트를 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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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 4

도크랜드
Docklands

멜버른의 미래가 있는 곳

뉴 키에서 바라본 멜버른 시티 전경

도크랜드 거리 전시물

멜버른은 지금 서쪽과 남쪽을 중심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그 중심은 바로 서쪽의 도크랜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극중 임수정과 소지섭이 처음 만나 하룻밤을 보냈던 곳으로 드라마를 촬영할
때만 해도 한창 개발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엿하게 다양한 건물과 어트랙션들이 들어섰다. 마치 미래의
건물들을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 도처에 멋진 건축물들이 뽐내듯 들어서 있다. 뉴 키(New
Quay)를 따라 이색적인 건물과 바,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고 주변으로는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품들이
눈에 띈다. 야라강을 가로 지르는 웹 브리지(Webb Bridge)는 꼭 걸어볼 것. 멜버른의 미래를 간접 체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도크랜드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Docklands Ice Skating Rink

멜버른에 몇 안되는 스케이팅 링크다. 이곳에선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자정까지 ‘디스코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데, 한국의 ‘80년대 롤러장’을
떠올리게 하는 얼음 무대가 펼쳐진다. 펑키한 리듬을 타며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얼음을 지치다 보면, 40도를 넘나드는 멜버른의 여름 더위도 시
원하게 잊혀 진다.
P
O
P
L
P
T

스케이트 대여료 $5 + 입장료 (14세 이하 아동 $17, 성인 $21)
여름에만 운영(월-목 9.00am~3.45pm, 화,목 7-10pm 금9.00am~12.00am,
토 11.00am~12.00am, 일 9.00am~10.00pm)
무료 순환 트램을 타고 도크랜드에서 하차 후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워터프론트 시티 파빌리온(Waterfront City Pavilion)에 위치
03 8628 6000 www.icehouse.com.au

하버 타운

멜버른 스타

4만1000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세워진 아웃렛 쇼핑센터다. 에스프리
(Esprit), 코튼 온(Cotton on) 등 호주 국내외 200개 브랜드 리테일 숍이 입
점해 엄청난 할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의류는 물론 액세서리, 가방, 생활
용품, 서적 등 다양한 아이템을 싼 값에 사들이는 재미가 쏠쏠하다.
10.00am~06.00pm
Waterfront City, Docklands Drive, Docklands
T 03 9328 8600 www.harbourtownmelbourne.com.au

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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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쉬 바

멜버른 스타 Melbourne Star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관람차 멜버른 스타에서 노을 지는 멜버른 도심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껴보자. 2013년에 리모델링 후 새롭게 문을 연 대관람차답게 모던하고 세련된 모습을 자랑한
다. 관람차의 캐빈 안에서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고, 30분 동안 캐빈 안에서 티타임을 갖거나 샴
페인과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단체 코스도 있으니 체크해볼 것. 낮과 밤 두 번 탈 수 있는 패스
는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P

성인 $35, 어린이 $21 O 11.00am–10.00pm L 101 Waterfront Way T www.melbournestar.com

도크랜드 아트 여행 Docklands Art Journey
도크랜드에서는 상업성을 띄고 있으면서도 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공미술품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몇몇 아티스트들은 산업화의 흔적을 보며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아티스트들은 도크랜드의 초현대적인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예술품이 혼자 자유롭게 서있기도 하고, 빌딩 입구에 속해서 전시되기도 한다. 구불구불한 거미
줄 모양의 다리에서부터 불안정하게 앉아있는 소의 형상을 딴 예술품까지 다양하다.
L

하버 타운 Harbour Town

멜버른 스타

Bourke St. Docklands Park T 03 9658 9658 www.docklands.com

피쉬 바 Fish bar

도크랜드 스트리트 가는 법

피쉬 앤 칩스를 비롯한 해산물 튀김 요리를 파는 스넥 바 겸 레스토랑이지만 파란색 건물과 멋
진 타이포로 인해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다. 피쉬 바의 가격은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여행자들
에게도 비교적 적당하다. 맛도 맛이지만 잘 생긴 점원들이 웃으며 건네주는 칩에 맥주 한잔 하
는 재미가 쏠쏠하다. 날씨 좋은 날이면 야외에 앉아 도크랜드의 정취를 한껏 느끼기에도 좋다.

시내에서 걸어도 되지만 한 20분
이상 소요된다. 무료 트램을 타고
버크 St. 도크랜드나 텔스트라
돔 도크랜드에서 하차하거나
48번이나 30번 트램을 타고 뉴 키
도크랜드에서 하차해도 된다.

P
O

피
 쉬 & 칩스 팩 $10내외, 씨푸드 팩 $20내외, 로컬 맥주 $7내외
11.00am~8.30pm L 25 New Quay Promenade T 03 9670 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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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
South & East

스타일리쉬 멜버니언의 문화,
예술의 미래를 엿보다
멜버른은 호주의 문화 수도로 통한다.
도시를 꾸미는 건물 하나 하나에도 미적
영감이 숨쉬고 각종 전시회나 공연들이 연중
끊임없이 열리며 감성을 자극한다. 이곳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이민와서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문화와 삶,
그리고 원주민들의 예술과 문화까지
잘 버무려 조화를 이뤘다.
도시 곳곳에서 문화적, 예술적 감수성을
느끼기란 어렵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멜버른의
남쪽 지역은 문화와 예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사우스 뱅크의 아트 센터와
국립미술관을 비롯해 세련된 시민들이
사랑하는 프라한 지역과 세인트 킬다까지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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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 1

사우스 뱅크
South Bank

멜버른의 예술과 야경의 매력 속으로

사우스 뱅크는 멜버른 도시 한가운데서 잠깐 비켜서 도시를 바라보기에 좋은 장소다. 플린더스 스트리트의
야라강 건너편에 위치한 이곳은 멜버른의 예술적 가치를 상징하는 아트 센터와 NGV를 비롯해 유레카,
크라운 엔터테인먼트 등 핫 플레이스(Hot Places)들이 위치해 있다.
크라운 카지노

사우스게이트

MRC & MTC
사우스 뱅크

멜버른 극단과 리사이틀 센터
Melbourne Theatre Company &
Melbourne Recital Centre

크라운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 크라운 카지노

사우스 뱅크에 새로 들어선 공연장으로 멜버른
의 명소로 부각하고 있다. NGV 뒤편 가로수길
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멜버른 극단 건물은 뮤지컬, 연극, 연주회 등
이 열리며 제2의 오페라 하우스로 불리고 있다.
500석의 서머 시어터(Summer Theatre)와 150
석의 라울러 스튜디오(Lawler Studio)로 구성돼
있으며 벌집 모양의 구조물과 조명등, 건물 외벽
을 장식하는 색색의 글자들이 이채롭다. 밤에 더
욱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멜버른 리사이틀 센터는 2009년 개관한 콘서트
홀로 1000석의 데임 엘리자베스 머독 홀과 150
석 규모의 살롱 홀로 구성돼 있다. 두 건물은 나
란히 이웃해 있다.

크라운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는 트랜디한 레스토랑과 바, 부티크, 패션
숍, 갤러리, 나이트 클럽, 호텔, 영화관 등이 한군데 모여 있는 대규모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야라강 남쪽 컨벤션 센터 건너편에서 크라운 호
텔까지 길게 걸쳐 위치해 있다.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영화관 등이 들어서
있어 젊은층이 주로 찾는 곳이고 카지노는 좀 더 윗대의 연령층이 즐겨 찾
는 공간이다. 남반구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카지노에는 관광객은 물론 현
지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입장시 큰 가방은 가지고 갈 수 없으며
사진 촬영도 금물.
콤플렉스 앞쪽으로 야라강을 따라 늘어서 있는 노천 카페와 레스토랑은
다양한 메뉴로 식도락가들을 유혹한다. 중국, 인도, 타이식 등 아시안 음
식 전문점들도 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매시 정각에는 야라강
을 따라 늘어선 12개의 기둥에서 불쇼가 전개된다. 낭만적인 멜버른 다운
타운의 야경을 배경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을 많이 볼 수 있다.

www.mtc.com.au
www.melbournerecit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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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게이트

Crown Entertainment Complex & Crown Casino

8 Whiteman Street Southbank
T 03 9292 8888 www.crowncasino.com.au
L

사우스게이트 Southgate
사우스 뱅크

호주 현대 미술 아트 센터
ACCA: Australian Centre for Contemporary Art

호주 국립미술관 뒤편 스터트(Sturt) 스트리트에 위치한 이곳은 호주 현
대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관이자 공연장이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국립미술관만 들리고 여기는 놓치지만 호주 현대 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 전시장이다. 미술, 사진, 조형물 등 다양한 작가들
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무료 입장.
화-금요일

10.00am~5.00pm, 주말 및 공휴일 12.00am~5.00pm
111 Sturt Street, Southbank
T 03 9697 9999 www.accaonline.org.au

O
L

플린더스 스트리트 스테이션의 강 건너편에 위치
한 복합 쇼핑 및 레스토랑 건물이다. 고품격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부터 알뜰 여행자들에게 좋은 푸
드 코트까지 들어서 있고 패션, 액세서리, 기념품,
인테리어 및 홈웨어, 갤러리 등 다양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애보리진 아트 갤러리 레드락(Redrock)
등도 있어 둘러보기에 좋다. 주말이면 더욱 붐빈다.
특히 이 건물에서 바라본 야라강과 강변 풍경도 일
품이어서 사진을 찍고자 한다면 건물 위로 올라가
보자. 사우스 게이트와 함께 이웃해있는 해머 홀
(Hamer Hall)도 사진 찍기에 좋다.
L
T

S
 outhgate, Southbank
03 9699 4311 www.southgate-melbourn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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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 2

프라한
Prahran

멜버니언에게 더욱 사랑받는
핫 트렌디 거리

젠자이 Zenzai

에코

쇼윈도 너머로 멋스러운 오토바이가 진열되어 있는 매장에 들어서니 그야
말로 별천지다. 가죽 옷과 부츠로 무장을 하고 두건과 선글라스로 마무리
한 모습을 연상하게 해주는 젠자이는 기대 이상의 흥미가 넘치는 곳이다.
O

매일 10.00am~6.00pm L 190 Toorak Rd. South Yarra T 03 9827 1155

가나슈 초콜릿 라운지 Ganache Chocolate Lounge
독특한 디저트 카페로 초콜릿 외에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 젤라토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멜버른의 초콜릿 장인으로 유명한 아르노 백스(Artno
Backes)가 유럽 스타일의 핸드메이드로 만든 화려한 초콜릿이 눈길을 사
로잡는다. 디저트와 맛있는 향기만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독특한 음료를 주문해보라. 멕시칸 칠리, 다양한 향식료,
헤이즐넛, 오렌지 쿠앵트로 등을 핫 초코 혹은 초콜릿이 들어간 커피에 함
께 섞어 맛볼 수 있다. 거기에 딸기와 아몬드 무스, 전통적인 스위스 당근
케이크를 곁들인다면 달콤한 과일향이 주는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P
L

멜버른에서 여행자들보다도 현지인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쇼핑 거리는 채플(Chapel)과 투락 로드(Toorak
Road)가 중심이 되는 프라한 지역이다. 패션의 허브라고 불릴
정도로 T자 형태로 길게 늘어진 이 지역은 트랜드 리더들에게
주목받는다. 이곳의 상점들은 늦은 저녁에도 영업을 할
정도로 인기 쇼핑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주말이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멜버른의 패션 리더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유쾌하다.

핫 초코 $6, 4가지 초콜릿과 마카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초콜릿 플래터 $9.5
250 Toorak Rd, South Yarra T 03 9804 7485 www.ganache.com.au

스미글 Smiggle
귀여운 디자인 소품들에 관심이 많다면 꼭 들러야 할 곳. 넘치는 아이디어
로 당신의 책상을 꾸며줄 제품들이 많다. 아기자기한 디자인 감성과 색감
은 문구용품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재미있는 일
러스트 제품이 많고 가격도 적당해 선물용으로도 좋다.
스미글

P
T

펜슬케이스 $12부터, 마우스패드 $9.95부터 L 525 Chapel St. South Yarra
03 9827 5552 www.smiggle.com.au

오스카 쿠퍼 Oscar Coopers
빅토리아주에서 생산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카페이다. 접시 위에 빅토리아주의 농부에 대한 존경심을 담았다. 엄선한
최고급 원두로 만들어낸 환상적인 커피와 농장의 행복한 젖소들로부터 얻
은 우유, 자유롭게 방사해서 키우는 닭들이 제공하는 달걀로 만드는 아침
식사가 최고이다.

컨츄리 로드 Country Road
20~40대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의 패션 스타일
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주도하고, 사무실과 거실의 편안한 분위기 연출을
위한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갖추고 있는 호주 최초의 라이프스타
일 브랜드이다. 한 매장 안에 각각 분야별로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 외관으
로 보아도 규모가 대단함을 느낄 수 있다. 호주 전 지역에 걸쳐 140여 개의
매장이 분포되어 있고, 가까운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에도 매장이 있다.

아침식사 $ 5.5 ~ $ 21, 점심식사 $ 17~22
월
 -토 7.00am~5.00pm, 일 8.00am~5.00pm
L 160 Greville St, Prahran T 03 9529 5670 www.oscarcooper.com.au

P

O

에코 Ecco

월
 -목 10am~6pm, 금 8.00pm까지, 토 5.30pm까지 일 11.00am~5.00pm
599 Chapel St. South Yarra
T 03 9824 0133 www.countryroad.com.au

O

수수하고 친근한 인테리어만큼 에코(Ecco)는 부담 없이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친절한 곳이기도
하지만 특히 혼자 온 손님들에게는 테이블 담당자가 각별히 신경을 써 준
다. 파스타나 다른 메인 요리는 조금 비싼 편이지만 ‘피자’는 가격도 저렴
해서 저녁식사로 와인 한잔과 함께 먹기 좋은 메뉴. 정통 이탈리아식으로
얇은 도우를 만들고 화덕에 직접 구워서 더욱 맛있다.

L

밈코 MIMCO
패션 감각을 높여주기 위한 아이템을 위한 모든 것. 가방부터 스타킹, 쥬
얼리를 비롯한 헤어 악세서리까지 다양한 패션 소품들을 한자리에서 만
날 수 있다. 고급스러운 소재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대가 매력적이다.

마르게리타 피자 $14, 홍합 스파게티 $21, 글라스와인 $7부터
월-토 11.00am~11.00pm 일 4.00pm~11.00pm
L 97 Toorak Road South Yarra
T 03 9866 5466 www.eccorestaurant.com.au

P

O

가
 방 $199부터, 브로치 $69부터, 여성화 $199부터
월-목, 토 10.00~6.00pm, 금 10.00am~7.00pm, 일 11.00am~5.00pm
L 567 Chapel Street South Yarra
T 03 9824 2678 www.mimco.com.au

P

O

오스카 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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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한 거리

컨츄리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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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한 거리풍경
올리베리아

잼 팩토리
임페리얼

프라한 마켓

브리디 오렐리
블루바

임페리얼 The Imperial
1층에 위치한 현대식 칵테일 바가 눈길을 끄는 곳이다. 선반
에 진열되어 있는 알코올만으로 환상적인 색을 띈 60여 가
지의 칵테일이 만들어 진다고. 여행의 지친 순간에 만끽할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밤이면 더욱 흥분 모드로 돌
입한다. R&B, 펑키, 하우스 뮤직 등 4명의 색깔 있는 실력파
DJ들이 매일 밤 실내를 달군다.
월-목, 일 12.00pm~1.00am, 금-토 12.00pm~3.00am
P 알코올 칵테일 $7.50 L 522 Chapel St. Prahran
T 03 9810 0070 www.imperialsouthyarra.com

O

잼 팩토리 Jam Factory
1858년 처음 건축하여 양조장으로 사용되다가 1950년 당
시 부유층에게 인기 있었던 잼 마켓이 들어선 후 잼 팩토리
로 모습을 바꾸었다. 지금의 잼 팩토리는 24시간 상영하는
극장,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숍, 서점, 음반 매장, 오락실까지
어떤 연령층이든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공간이다.
O
T

매일 10.00am~11.00pm
500 Chapel St. South Yarra
03 9860 8500 www.thejamfactory.com.au
L

브리디 오렐리 Bridie O’Reilly’s
1850년대 채플 스트리트에는 유난히 교회건물이 많이 들어
섰다. 그 중 현존하는 유일한 건물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자연스레 맥주 한 잔을 주문하게 되는 유명한 아이리쉬 펍
으로 변신해 있다. 바로 푸티(Footy)라 불리는 호주 풋볼 때
문에 이곳은 더욱 인기있다. 대형 스크린에 풋볼을 상영하
고 있어 풋볼 팬들이 즐겨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 다른 특징
으로는 낮과 밤의 분위기 차이가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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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레인

잼 팩토리

ch eck m o re

프라한 마켓 Prahran Market
낮엔 평범한 레스토랑인데 해가 저물면 DJ가 환상적인 클럽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호주의 아방가르드를 위한 동시대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의 무대로
손꼽히는 팻은 채플 거리에서 만난 20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숍이다. 팻에서 주의 깊게 봐야하는 아이템으로 Ksubi의 청바지와
유쾌한 페인팅이 돋보이는 브랜드 T.V의 티셔츠 그리고 Goorin의
예사롭지 않은 디자인의 모자, 가방 그리고 구두 등이 있다.

B
 eer on tap Pint $7.00, Wedge $15.00
매
 일 11.30am~3.00am L 462 Chapel St, South Yarra
T 03 9827 7788 www.bridieoreillys.com.au

P

O

O

마켓 레인 Market Lane
스페셜티 커피 취급점인 마켓 레인은 프라한 마켓에 위치한
멜버른 최고의 커피 전문점이다. 최근에는 ‘퀸 빅토리아 마
켓’에 네 번째 지점을 오픈했다. 롱 필터 커피 바와 클래식 에
스프레소 머신, 다양한 커피 원두를 구매할 수 있다. 계절별
로 맛있는 원두는 250g을 $16에 판매한다.
월 7.00am~3.00pm(원두 및 커피 기계만 판매),
화
 7.00am~5.00pm, 수 7.00am~4.00pm,
목-토 7.00am~5.00pm, 일 8.00am~5.00pm
L Shop13 Parahran Market, 163 Commecial Road, South Yarra 3141
T 03 9804 7434 marketlane.com.au

O
O

블루 바 Bluebar
이곳에서는 외국인에게 더 친절한 바텐더와 이야기를 나누
며 호주 젊은이들의 문화를 느껴보기에 적합하다. 하루도 빠
짐없이 늦은 오후부터 시작되는 전문 DJ의 음악을 들으며
여행의 밤을 만끽할 수도 있다.
O
L

월-토 noon~3:00am, 일 noon~1:00am
330 Chapel St. Prahran T 03 9529 6499 www.bluebar.com.au

팻 Fat

T

퀸 빅토리아 마켓에 버금가는 규모의 농수축산물 마
켓인 프라한 마켓(Prahran Market)은 125년에 이르는
전통을 가진 곳으로 퀸 빅토리아 마켓과는 또 다른 분
위기를 보여준다. 들어서는 입구에는 만남의 광장같
은 구실의 카페테리아 광장이 있는데 워낙 깨끗하고
잘 되어 있어서 이 카페 만을 이용하기 위해 들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부분 유기농 전문 매장이어서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가장 볼만한 것은 다양한 딥(Dip)을 판매하는 코너다.
호주에서는 딥이 매우 다양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입
맛에 맞는 걸 구입해 와인과 함께 먹기에도 좋다.
P
O
O
L
T

딥
 $5~10, 유기농오렌지 1kg당 $2.99,
유기농수박 1kg당 $2.95
화
 ,목,금,토 7.00am~5.00pm,
일 10.00am~3.00pm 월,수 휴무
163 Commercial Road, South Yarra 3141
03 8290 8220 www.prahranmarket.com.au

매일 10.00am~6.00pm L 272 Chapel St. Prahran
03 9510 2311 www.fatstores.com.au

호바 Hobba
아침부터 오리 콩피(프랑스식 요리)와 머쉬룸 크로켓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이 식당뿐이라는 신개념 브런치 레스토랑이다. 높은
층고와 탁 트인 공간을 자랑하는 모던하고 캐주얼한 레스토랑으
로, 건강한 식재료들을 퓨전 요리법으로 감각적으로 플래이팅하
여 내놓는다.
O
T

매일 7.00am-4.00pm L 428 Malven Road Prahan
03 9510 8336 www.hobba.com.au

배블 바 + 카페 Babble bar+cafe
카페 겸 바 배블의 야외 테라스와 바에 앉아 수다를 떠는 사람들
의 모습에서 여유가 묻어난다. 배블의 특징은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식사가 가능하며 늦은 밤에도 요리사의 맛있는 요리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L
T

4b Izett St. Prahran O 매일 7.00am~저녁(폐점시간이 매일 다름)
03 9510 6464 www.babblebarandcaf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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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정거장
트램라인

a
b

팻

배블 바

저니맨 Journeyman
저니맨의 아름다움은 시크한 빈티지로 정의할 수 있다. 긴
목재로 만든 커뮤니티 테이블과 은색 메탈의 스툴은 공장 같
은 자유로운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신문 보면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저니맨
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매일 신선하게 볶아 만들어지는
스페셜 블렌드 커피는 이곳의 자랑거리. 커피콩을 직접 골
라 바로 볶아서 내려마실 수 있다.
월
 -토 7.00am~4.00pm, 일 8.00am 개점
L 169 Chapel St, Windsor T 03 9521 4884 dukescoffee.com.au

O

페니즈 자칸 Fanny’z Jaakan
섹시하면서도 프릴이 잔뜩 달린 재미있는 옷, 노출이 심
한 속옷 등이 가득한 로컬 브랜드 숍이다. 그레빌 스트리트
(Greville St.)에 체인점을 하나 더 내면서, 패니즈(Fannyz)라
는 이름을 추가했다. 재미있는 이벤트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L
O

S
 hop 4, 174 Chapel Street, Windsor
매일 10.00am~7.00pm T 03
 9525 1894

훅트 Hooked
파란 바다를 항해하는 배, 낚싯 바늘, 갓 잡아 올린 물고기,
그리고 신선한 생선 요리, 레스토랑 훅트가 가지는 이미지들
이다. 재치 넘치는 실내 페인팅은 건강을 챙기는데 생선 요
리가 으뜸임을 재차 강조한다.
모든 점심 메뉴가 $11.5, 피쉬버거 $10.95
O 화-일

5.30pm~10.30pm (월요일 휴무)
L 172 Chapel St. Windsor T 03 9529 1075 www.hooked.net.au
P

터스크 카페 & 바 Tusk Café Bar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별 네 개를 받은 곳으로 멜버니안의 사
랑을 듬뿍 받고 있는 브런치 카페다. 오픈형 카페로 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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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cco 이탈리안 레스토랑
b Zenzai 오토바이 & 오토바이 액세서리
c Ganache Chocolate Lounge 초콜릿 까페

훅트

운 멜버른의 날씨를 만끽하며 식사를 하기에 좋은 곳이다.
일요일 10시가 되면 브런치와 커피향에 이끌려 들어오는 멜
버니언들로 북적거린다. 꾸미지 않은 듯 멋스럽게 자신의 스
타일을 소화하는 그들의 주말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일
 -목 8.00am~12.00am, 금-토 8.00am~1.00am
L 133 Chapel St. Windsor T 03 9529 1198

O

셰그 Shag
셰그는 오랜 세월동안 닫혀있던 옷장에서 걸어 나온 듯한 느
낌을 풍기는 멜버른 최고의 빈티지 숍이다. 1980년대의 복고
감성이 가득한 의상이 특징인데, 모스키노나 디올의 명품 빈
티지도 만나볼 수 있다. 빈티지한 장신구, 신발, 보석 등은 셰
그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템. 초기에 사랑받던 컴팩트, 향수
병 등은 숍 구석구석에서 빛을 발한다.
O
T

월-일

12.00am(noon)~6.00pm L 130 Chapel St. Windsor
03 9510 8817

옐로우 버드 Yellow Bird
모던 스타일 바들이 즐비한 채플 스트리트에서도 무척 독특
한 카페 겸 바. 음악애호가인 옐로우 버드의 바텐더는 손님
들의 성향을 파악해 그 분위기에 맞는 곡을 선택하려 애쓴
다. 한번 이곳에 오면 곧 단골이 된다는 옐로우 버드의 법칙
이 과연 여행객에게도 적용이 될 지 궁금하다.
아
 침 메뉴 $15~18 O 매
 일 8.00am~1.00am
122 Chapel St. Windsor
T 03 9533 8983 www.yellowbird.com.au

P
L

c

프라한 가는 법
플린더스 스테이션에서 기차
를 타면 사우스 야라(South
Yarra), 프라한(Prahran), 윈저
(Windsor) 3개의 역에 걸쳐 지역
이 존재하므로 아무 곳에서 내
려도 된다. 트램은 플린더스 스
트리트 역에서 투락을 지나는 8
번, 프라한 마켓이 있는 커머셜
(Commercial) 로드를 지나는 72
번, 윈저와 프라한의 경계선을
지나는 6번 트램을 각각의 목적
대로 탈 수 있다.
프라한과 리치몬드를 관통하는
것은 78번 트램인데 프라한 지
역의 축을 이루는 채플 스트리트
는 걸어서 다 보기에 벅차다. 목
적지를 고려해 중간 중간 78번
트램으로 이동할 수 있다. 78번
트램은 남쪽의 세인트 킬다 타운
홀과 연결되어 있다.

1 Country Road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2 MIMCO 패션 소품
3 Smiggle 문구 및 디자인 소품
4 Imperial 바 & 클럽
5 Jam Factory 멀티 플렉스
6 Bridie O’Reilly’s 레스토랑 & 바, 클럽
7 Prahran Market, Market Lane
식료품, 야채, 육류, 유기농 마켓
8 Bluebar 바 & 클럽

9 Fat 패션 의류 및 액세서리
10 Babble bar+cafe 카페 & 바
11 Journeyman 카페
12 Fanny’z Jaakan 여성 속옷, 패션 아이템
13 Hooked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
14 Tusk Café Bar 카페 & 바
15 Shag 빈티지 숍
16 Yellow Bird 카페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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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 3

리치몬드
Richmond

멜버니언만 아는 뉴 쇼핑 &
엔터테인먼트 지역

ch eck it!

호주에서 만나는 원 스톱 인테리어
이케아 IKEA
국내에서도 매장을 오
픈한 세계적인 가구체인
이케아는 매니아층이 형
성될 만큼 인기가 많다.
홍콩이나 상하이 등에서
는 필수 방문코스가 된
DIY 인테리어 매장 이케
아를 호주 멜버른에서도 만날 수 있
다. 다른 매장과 같이 가구와 인테리
어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침구류,
패브릭, 문구류 등 다양한 물품을 판
매하고 있으며 용도별로 각각 디스
플레이 샘플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
케아 매니아라면 더욱 반가울 듯. 쇼
핑몰에 이케아 뿐만 아니라 레스토
랑 등이 입점해있다. 다만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있는 터라 여
행 중 동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매일 10.00am~9.00pm
L Victoria Gardens Shopping Centre, Cnr. Victoria St and
B
 urnley St., Richmond 시티센터의 라트로브 스트리트에서
2 4번 트램을 이용해 24번 빅토리아 가든스 쇼핑센터 역에서
하차한다. 시내에서 약 20여 분 소요된다.
T 03 8416 5000 www.ikea.com/au/e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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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의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지도는 계속
확장 중이다. 리치몬드는 브런즈윅이나 채플
스트리트 못지 않은 멋과 다양한 품목의 쇼핑
아이템들을 갖춘 것은 물론 아웃렛 몰들이 속
속 들어서고 있어 가격마저 비교적 착하다.
멜버른의 동쪽, 프라한의 북쪽에 위치한 이곳
은 크게 브리지(Bridge) 로드와 처치(Church)
스트리트 구역으로 나뉜다. 브리지 로드는 쇼
핑과 다이닝, 카페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
는 곳. 특히 쇼핑은 각종 브랜드의 아웃렛 몰이
들어서 있다. 아웃렛 몰은 시기별로 특별 할인
행사를 제공하고 있어 잘만 뒤지면 괜찮은 아
이템을 발견할 수 있다. 리치몬드 타운홀 중심
으로 서쪽은 패션 아이템들이, 동쪽으로는 인
테리어나 가구점 아웃렛 몰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 들어선 브랜드 로 는 Americ an
Republic, Amigo Denim House, Cotton On,
Country Road, Dileeni, Esprit, Gasp, Just
Jeans, Quick Brown Fox 등 일반 브랜드와
디자이너 부띠끄 등 수백 점에 이른다.
처치는 멜버른의 톱 가구 디자이너들의 매장과
호주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 카페와 바 등이
모여있는 곳이다. 주거 중심 지역이라 고즈넉
한 분위기에서 깔끔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이
곳도 멜버른의 시민들이 주로 찾는 공간이다.

리치몬드 가는 법
브리지 로드는 플린더스 스트리트 스테이션 등에서
48, 75번 트램을 탄다. 시내에서 약 15 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처치 스트리트는 70번
트램을 이용하며 프라한과 연계해 78번 트램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보너스 해변 여행

강렬한 원색의 향연 브라이튼 비치(Brighton Beach)
멜버른 홍보 엽서 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브라이튼 비치! 이곳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된 까닭은 자그마한 형형색색의 집들
이 해변에 일렬로 늘어 서있어 한 폭의 그
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멜버른의
가장 포토제닉한 곳으로 꼽기에 주저하지
않은 지역이다. 아담한 박스 형태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모두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색을 자랑한다. 이 집들
은 카누나 서핑보드 등 각종 물놀이 장비
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다.
또 브라이튼 비치에서는 바다 너머 시티의
마천루까지 카메라 렌즈에 담을 수 있어,
이곳의 풍경을 탐하는 각국 포토그래퍼들
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브라이튼에서
알록달록한 집들을 무대로 사진을 찍으려
면 늦은 오후에 갈 것. 아침에는 서쪽을 향
해 있는 비치 특성상 역광이 되기 때문에
특유의 색을 담기 어렵다.

브라이튼 비치 가는 법
브라이튼 비치는 세인트킬다에 매우 근접해 있다. 다만 두
곳을 잇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비치
로드(Beach Road)를 따라 10분 남짓 달려야 한다. 시티로
돌아올 때는 택시 잡기가 쉽지 않으니, 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진 브라이튼 비치 역(Sandringham 라인)에서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Flinders Station) 방면 트레인을 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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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킬다
St. Kilda

트램 타고 가볍게 떠나는
낭만의 바다 여행

세인트 킬다는 멜버른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이다. 도심에서 트램을 타면 30분이면 닿는데다 유행을
주도하는 맛집이 몰려 있어 세련된 소비층으로 알려진 독신 남녀(25~35세)가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예술적 상상력이 묻어나는 수공예품 숍은 언제나 활기를 띄고 도시의 열기를 식히는 쿨(Cool)한 재즈 바는
밤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 주말이면 주말 마켓으로 거리는 북적인다. 야경이 아름다운 세인트 킬다 비치는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하다. 부두에 정박한 요트 위에선 연인들이 와인 잔을 부딪치며 사랑을 나누고
석양이 드리운 바다는 흔들리는 시티의 그림자를 낭만적으로 담아낸다.

에스플러네이드 호텔 Esplanade Hotel
어느덧 한 세기의 전통을 자랑하는 에스플러네이드 호텔은 세인트 킬다
의 랜드마크로서 클래식한 외양이 인상적인 곳이다(1878년 오픈). 이 건물
은 라이브 음악 공연장으로도 유명한데, 내부에 프리미엄 급 무대를 3개
나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밴드의 공연을 즐기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는 멜
버니언들의 평이 자자하다.
대다수의 공연이 무료 (식사 및 음료 가격은 저렴한 편)
매일

12시~늦은밤. 토 아침식사 가능
L 11 The Esplanade, St Kilda T 03 9534 0211 www.espy.com.au

P

O

빈 야드 Vineyard
해변에 늘어 선 야자수를 따라 루나파크 쪽으로 걸
음을 옮기다 보면 세인트 킬다의 카페거리인 오클
랜드 스트리트(Acland St.)에 닿는다. 그 초입에 자
리 잡은 빈야드(Vinyard)란 카페 겸 바에 들어서면,
짚으로 만든 차양 아래 배낭 여행객들이 한가로이
대낮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이곳의 바텐더는 히피
풍의 옷을 입고, 자신의 바를 찾은 이들에게 격식
없는 인사를 건넨다.
P
L

칵테일 $9~17 O 매일 10.30am~3.00am
71a Acland St, St Kilda T 03 9525 4527

루나 파크 Luna Park
클래이팟 시푸드 & 와인 Claypots Seafood & Wine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 세계 각국의 향신료를 활용해 만드는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이다. 이곳의 명물 시푸드 플래터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의 스트
리트 카페에서 맛보는 듯한 독특한 맛으로 유명하다. 새우, 생선, 오징어
및 각종 해산물의 향연이 이곳에서 펼쳐진다. 짙은 어둠이 시작되는 밤이
면 사람들을 마법처럼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다. 긴 여름밤 랜턴으로
수놓은 정원에서 먹는 와인과 해산물은 최고다.
P
L

클래이팟 시푸드 & 와인

빈 야드

메인 메뉴 $35 O 12.00pm~3.00pm, 6.00pm~10.00pm
213 Barkly Street St. Kilda T 3 9534 1282

월 투 80 Wall Two 80
세련된 카페가 즐비한 세인트 킬다에서 유독 돋보이는 카페가 있다. 누가
봐도 가건물 같은 ‘월 투 80(Wall Two 80)'. 본래 유태인 이민자의 정육점
을 프라한의 캔디 바(Candy Bar) 주인이 이어 받아 카페로 꾸몄다. 새로
문을 열긴 했어도 의도적으로 외양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탓에 건물은 여
전히 낡아 보인다. 세인트 킬다에서 가장 허름해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그러나 이곳은 명실 공히 ‘멜버른 최고의 커피’를 만드는 카페로 인
정받는 곳이다. 월 투 80의 바리스타인 데이비드 쉐리(David Sharry)와 케
이스 쉬리브(Keith Shreeve)는 각종 미식 협회에서 ‘최고의 바리스타(Best
Barista)’로 선정된 진정한 고수들이다.
P
L

커피류 $3.30, 메뉴 $3~10 O 매일 6.30am~6.00pm
280 Carlisle St, Balaclava T 03 9593 8280 www.wallcoffe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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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킬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사진작가들은 입을 모아 루나 파크의 상징인 미스
터 문(Mr. Moon)'이라고 답한다. 거대한 달이 큰 입
을 벌려 관광객을 맞이하는 형상의 루나 파크 입
구는 이미 수많은 여행 책자에 실려 유명세를 탔
다. 그만큼 세인트 킬다 방문을 기념하는 소위 ‘인
증 샷’을 찍기 적당한 곳이다. 익살스런 입구에 비해
내부 놀이 시설이 흥미로운 것은 아니지만, 1912년
오픈 이래 오늘날까지 운행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
장 오래된 목재 롤러코스터(Scenic Railway)’는 타
볼만하다. 루나 파크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스릴 넘
치는 놀이 공원이다.
1회 놀이기구 탑승권 $10.95, 자유이용권 $49.5 (13세 이상)
방
 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일은 문을 열지 않으며 금요일
은 저녁에만 오픈한다. 대신 휴일은 늦은 밤까지 문을 연
다.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한다.
L Lower Esplanade, St Kilda
T 03 9525 5033 www.lunapark.com.au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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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킬다 가는 법

세인트 킬다 부두

루나 파크

트램 16번은 스완스톤(Swanston) St에서 세인트 킬다
비치로 간다. 트램 96번은 스펜서(Spencer) St에서
세인트 킬다 비치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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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탐구생활
Inside Melbourne

멜버른을 풍요롭게 누리는 또 다른 방법
알아두면 더욱 멜버른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멜버른을 색다르게
즐기는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과 투어 체험기를 담았다. 멜버른의 상징 트램만 잘 활용해도 멜버른
여행하기가 어렵지 않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교통 때문에라도 멜버른은 배낭여행자들의
천국이다. 좀 더 의미 있는 쇼핑을 위한 선택, 주말 마켓과 아웃렛몰은 또 어떤가?

멜버른 시내 투어 따라잡기

유유자적 강 유람

야라강 리버 & 곤돌라 크루즈

다채로운 방법으로 즐기는 멜버른의 매력
어슬렁거리며 멜버른의 거리들을 누비는 멜버른 탐구에 나섰다면 그 다음엔 좀 더 색다르게 멜버른을
탐구해보자. 아스팔트 위를 또각 거리며 오가는 마차 투어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벌룬 투어,
야라강을 가로지르는 크루즈 투어는 멜버른을 다양하게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뒷골목, 쇼핑,
초콜릿, 스포츠, 자전거 투어 등은 취향 따라 선택하는 옵션이다.

곤돌라 크루즈

쇼핑 투어

리버크루즈

멜버른 시내를 관통하는 야라강은 멜버른의 풍경을 풍요롭
게 하는 것 중의 하나다. 강 주변에는 멜버른의 주요 상징 건
축물이 있어 멜버른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야라
강에서는 리버 크루즈와 곤돌라 크루즈 두 가지를 즐길 수
있다. 씨닉 리버 가든 유람선, 강 위 아래를 돌아보는 포트 앤
드 도크랜드 크루즈, 멜버른 하이라이트 커피 크루즈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리버 크루즈는 프린세스 워크
(Princess Walk)에서 출발한다.
유럽의 베니스처럼 곤돌라를 타고 멜버른 야라강 유람에 나
설 수도 있다. 멜버른을 여행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방법 중
의 하나로 꼽히는 이 크루즈는 벨벳 좌석, 푹신한 쿠션, 캐노
피 장식 등이 어우러진 곤돌라에 앉아 샴페인 등을 즐기며
우아하게 야라강을 돌아보는 것이다. 시간에 따라 브런치 크
루즈, 샴페인 크루즈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출발은 크라운
카지노, 멜버른 전시센터(Exhibition Centre), 사우스게이트
(Southgate) 승선장에서 출발한다.
www.melbcruises.com.au

check m o re 매니아들을 위한 멜버른을 둘러보는 또 다른 방법

마차 투어

✽초콜릿 러버들을 위한 멜버른 초코홀릭 투어

마차 타고 떠나는 고전 여행 마차 투어
멜버른 다운타운에서는 2~4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시
티투어를 할 수 있다. 왕실 마차에서부터 역 마차에 이르기 까
지 다양한 마차를 선택하여 경험해볼 수 있다. 고풍스러운 거
리를 마차를 타고 돌아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 다른 눈높이
에서 멜버른의 매력을 느껴보는 것도 마차 투어가 주는 장점이
다. 투어 시간과 코스는 여행객들이 원하는 대로 협의 가능하
며 30분 정도 도는 데 비용은 25~50달러 정도. 인원수와 시간
등을 고려해 비용이 정해진다. 예약은 멜버른 비지터 센터에서
하거나 스완스톤 스트리트의 마차 승차장에서 할 수 있다.
Classic Carriages
T 0425 709 911 www.classiccarriage.com.au

호주 제 1의 쇼핑 도시를 알고 싶다면

멜버른 쇼핑 투어
쇼퍼 홀릭이라면 쇼핑 투어는 어떨까? 멜버른 시내와 주변
의 100여 곳의 아웃렛과 팩토리 등을 찾아다니며 저렴하고
독특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멜버니언들만이 공유
하는 세일 데이를 확인해 관광객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하루 투어가격은 $70 내외가 일반적이나 인원수, 시
기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T

www.melbourneshoppingtou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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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룬 투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낭만 도시의 유혹

멜버른 벌룬 투어
호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로 꼽히는 멜버른
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어떨까? 배우 권상우와 손태
영 부부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서 더욱 낭만적인 여행이 된
벌룬 투어는 멜버른의 또 다른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이다. 특히 대도시에서의 벌룬 여행을 경험하는 것은 전세계
적으로 드문 일이어서 멜버른의 벌룬 투어가 더욱 값지다.
멜버른 벌룬 여행은 이른 새벽 출발한다. 멜버른 외곽에서 열
기구를 띄우고 일출과 시티 전경을 둘러본 다음 다른 목적지
에서 내린다. 열기구에서 내리는 과정도 흥미로운 축제의 장
이 된다. 열기구를 타고 여행하는 순간은 약 1시간 동안 진행
되며 아침식사도 포함되어 있다. 멜버른에서는 시티 뿐만 아
니라 야라 밸리의 와이너리에서도 벌룬 투어를 즐길 수 있다.
Global Ballooning
P 성인 $440, 어린이 $340
T 03 9428 5703 www.globalballooning.com.au

숨어있는 초콜릿
명장과 아티스트
를 찾아나서는 이
투어는 달콤한 흥
분이 가득한 투
어다. 멜버른에서
가장 유명한 수제
초콜릿 바인 코
코 블랙(Koko Black), 갈레바우트
(Callebaut), 하이스 초콜릿(Haigh’
s Chocolate) 등도 방문하고 초콜
릿 관련 요리 학교나 제과 공장, 레스
토랑 등도 둘러본다.

✽커피 매니아들을 위한 카페 투어
멜버른은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호
주 커피 문화의 수도로 유
명하다. 멜버른에서는 커
피 자체가 도시의 삶의 방
식으로 자리 잡을 만큼 도
심 구석구석 커피향으로 가득하다. 커피 매니아들을 위한
카페 투어에서는 엄선한 네 곳의 카페에서 전문가 바리스
타가 직접 만들어주는 각기 다른 네 가지 스타일의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커피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멜버른이 왜 커
피 도시로 유명한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맥주 매니아들을 위한 양조장 투어
멜버른은 맥주의
도시이기도 하다.
멜버른에는 다양
한 자체 맥주 브
랜드가 출시될 만
큼 맥주가 인기있
는 도시. 칼톤 앤
유나이티드 브루
어리는 VB와 유명 브랜드를 전시 판매하고 있다. 부티크 양
조장인 마운틴 고트(Mountain Goat)는 리치몬드에 있는 양
조장으로 매주 금요일 밤 일반인들 위해 문을 연다.

✽도심 구석구석 누비는 멜버른 자전거 여행
멜버른을 자전거
로 돌아보는 건
어떨까? 언덕이
나 능선도 없이
비교적 평지인 멜
버른은 자전거로
탐험하기 좋은 환
경을 갖추고 있
다. 멜버니언의 주요 교통 수단의 하나가 자전거인 만큼 멜
버른은 자전거 도로가 발달되어 있다. 세인트 킬다까지도
자전거로 돌아보기 어렵지 않을 만큼 멜버른의 주요 관광
지가 비교적 밀집해 있어 자전거는 멜버른을 보다 신속하
고 구석 구석 누비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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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체험기 1

‘숨겨진 멜버른의 보물창고를 찾아라’
멜버른 뒷골목 & 아케이드 투어 Hidden Secrets lanes and Arcades Tour
②
호주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의 도시 멜버른에서는 도시 안팎
으로 수많은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멜버른 뒷골목 투어라 불러도
좋은 ‘히든 시크릿 레인스 & 아케이드 투어’가 있다.
멜버른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도 왠지 멜버른의 속살은 보
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 투어를 체험하고선
멜버니언 만이 꼭꼭 숨겨두고 누려온 비밀 장소를 발견한 듯
한 뿌듯함에 밀려왔다. 무엇보다도 큰 길에서 벗어나 미로처
럼 얽힌 뒷골목을 따라 다니며 베일에 가려져 있던 멜버른의
매력을 보물찾기 하듯 속속 만날 수 있다.
투어는 오전 10시에 페더레이션 광장에서 시작해 오후 2시
경 시티 광장(City Square)에서 끝난다. 30여 곳의 다양한 숍
들을 방문하며 골목의 역사와 얽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영어 실력은 약간의 여행 영어 회화 정도만 통하면 문제없
다. 투어 중에는 코디네이터를 따라 다니며 주요 장소 등을
눈여겨 봐두었다가 본격적인 탐방과 쇼핑을 오후에 즐긴다.
자세한 시티 지도와 숍 가이드, 실용적인 백 등이 선물로 제
공된다. 예약은 필수. 뒷골목 투어 외에도 공공 미술 워킹 투
어, 패션 트라이앵글 디스커버 투어 등 다양한 워킹 투어 프
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히든 시크릿 투어스
O 10.00am ~ 2.00pm (점심 포함) / 월~토요일 운영
P 가격 $13~$195(투어마다 다름 사이트 참조)
T 예약 03 9663 3358 hiddensecretstours.com

 로얄 아케이드 Royal Arcade
정해진 시간에 사탕 만드는 시범을 보이는 수제 사탕가게 슈
가(Suga), 체스 카드 등 각종 수제 게임에 관한 모든 것 더 게
임 숍(The Games Shop), 어린 아이와 유아들을 위한 숍 제
스퍼 쥬니어(Jasper Junior), 그리고 무엇보다도 멜버른에서
가장 유명한 수제 초콜릿 숍과 카페 코코 블랙 (Koko Black)
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꼭 방문해야 할 곳. (사진 ⑤)

 코즈웨이 The Causeway

④

②

Howey & Presgrave Pl.

①

①

사진과 함께 보는 멜버른 뒷골목 & 아케이드 투어
타임 아웃 카페 앞에서 코디네이터 및 투어 일행들과 조우.
간단한 소개 후 바로 출발. 투어는 최소 2인만 예약해도 진행
되며 최대 8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

의류 & 액세서리숍 캣츠 뮤(The Cats Meow), 서브젝트 투
체인지(Subject to Change) 등이 눈길을 끈다. 주중 오전 6
시30분부터 딱 3시간만 문을 열어 간단한 아침식사 메뉴를
제공하는 스트리트 카페도 있다. (사진 ①)

 캠벨 아케이드 Campbell Arcade

 디그레이브스 Degraves St.

플린더스 스트리트 스테이션 지하 아케이드다. 하루에도 수
십번 지나다니는 플린더스 스트리트의 역 지하에 이런 아케
이드가 숨어있는 줄 몰랐다.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이

멜버른 골목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 레스토랑, 카페, 숍 어느
하나 모자란 곳이 없다. 그중에서도 컵 케이크로 유명하며
주인이 한국인인 리틀 컵케이크(Little Cupcakes), 고전적인
디자인의 다이어리와 수첩 등이 돋보이는 수제 문구류점 일
파피로(Il Papiro) 등이 인기. (사진 ②)

아니라 개성 넘치는 숍과 카페 등이 위치해 있다. 골목 예술
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을 소개하는 숍 스티키(Sticky),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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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 아케이드에서 나오면 건너편에 GPO가 보인다. 간단히
GPO의 내부를 둘러보고 좁은 길에 카페가 자리한 포스탈
레인(Postal Lane)을 지나 다시 코즈웨이 골목으로 들어선
다. 노천 카페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 저렴한 보세 숍들이
많은 워크(Walk) 아케이드를 거친다. (사진 ⑥)

 하우위 & 프레스그레이브 플레이스

④

 페더레이션 스퀘어

③

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색감이 돋보이는 키친 웨어 숍인 비슨
오스트렐리아(Bison Australia)와 독특한 디자인의 가방 전
문숍 브리멜로우(Brimelows) 등이 눈길을 끈다. 리틀 콜린
스 St.를 사이에 두고 하우위와 마주하고 있는 유니온 레인의
그래피티 구경도 흥미롭다. 프레스그레이브 Pl.의 카페 푸쉬
카(Pushka)의 벽에 걸린 거리 미술 관람도 놓치지 말 것. 골
목이 몇 점의 그림들로 명소가 됐다. (사진 ⑦)

 센터 플레이스 & 아케이드 Centre Pl. & Arcade
디그레이브스와 함께 화려한 골목 문화를 선보이는 곳. 카페,
숍 등은 어느 곳 이든 이색적이다. 앉는 순간 당신은 바로 멜
버니언이 된다. 항아리에 담긴 스프가 인상적인 스프 전문 스
프 카페(Soup Cafe)에선 아시아인들도 아침 식사 한끼 나누
기 부족함이 없고 가격도 저렴한 킨키 제린키(Kinki Gerlinki)
의 패션 아이템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 (사진 ③)

 블록 플레이스 & 아케이드 The Block pl. & Arcade

GPO

⑦

⑥
⑦

이곳의 모든 숍, 카페 등은 놓칠 만한 곳이 없다. 고급스러운
아이템이 주를 이룬다. 구경만으로도 황홀해지는 곳. 그 중
에서도 인형 가게 다펠(Dafel)을 놓치지 말 것. (사진 ④)

67 inside Melbourne

투어 체험기 2

뒷골목 투어 코스
⑧

멜버른 여행의 완성‘트램카 레스토랑’
멜버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저녁식사

DAVID JONES

UNION LA

CAUSEWAY

HOWEY PL

DAME EDNA PL

BLOCK
PL&ARCADE

⑧

 맨체스터 레인 Manchester Lane

PRESGRAVE
PL

SWANSTON ST

MANCHESTER LA

CENTRE PL

POLICE

DAVID JONES

GPO LA

GPO
MELBOURNE

MYER

캐피탈 아케이드 끝에 위치한 1932년에 지어진 맨체스터 유
니티 빌딩의 엘리베이터 구경도 놓치지 말 것. 맨체스터 레
인에는 갤러리와 디자인, 패션 숍 등이 위치해 있다. 그중에
서도 프로바이더 트레이너스(Provider Trainers)에서는 나
이키, 뉴 발란스, 반스 등의 한정판 운동화를 전시하고 판매
하고 있다. 건너편 스캇트 앨리(Scott Alley)에 위치한 멜버
른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 유명한 사진작가 매트 어윈
(Matt Irwin)의 갤러리도 놓치지 말 것. 사진 감상 및 구입 모
두 가능. 멜버른의 매력과 특징을 잘 살린 작품으로 관광엽
서, 책 등이 자주 소개되는 작가다. (사진 ⑧)

 스완스톤과 플린더스 레인의 숨겨진 숍들
COCKER AL

SCOTT AL

DEGRAVES ST

ELIZABETH ST

CITY
LIBRARY

신구 빈티지 패션 아이템을 고루 구입할 수 있는 패션숍 레
트로 스타(Retro Star. 37 콜린스 & 플린더스 레인 코너, 니
콜라스 빌딩 1층), 같은 빌딩 2층의 일본식 텍스타일을 전시
판매하는 기모노 하우스(Kimono House) 등을 돌아볼 수
있으며 플린더스 레인의 181번지 크리스틴(Christine)에서는
명품 한정판을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다.(사진 ⑨)

Ch eck it
멜버른 CBD에는 이 투어에서 다닌 골목들보다 다녀볼 만한
골목들이 적어도 4~5배는 더 많다. 페더레이션 광장에 위치
한 멜버른 비지터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시티 레인웨이즈(City
Laneways)’ 리플렛이나 멜버른의 시티 라이프를 소개하는 웹
사이트(www.thatsmelbourne.com.au)를 기억해두자. 큰 길
만 오르내렸던 다운타운 여행에서 멜버른 여행이 더욱 풍요로
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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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멜버른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트램. 이 트램을 이용하여
멜버른에서는 시티 투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콜
로니얼 트램카 레스토랑(Colonial Tramcar Restaurant)에서
의 저녁식사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즐기기에 충분할 것이다.
1983년에 시작한 트램카 레스토랑은 멜버른 시내부터 멀리
해변이나 다운타운을 돌면서 운행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
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식사를 하면서 시티 투어
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멜버른의 체험 중 빠뜨
릴 수 없는 이벤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클라렌돈(Clarendon) St 근처의 노르만비(Normanby) 로드
에서 출발하는 트램카 레스토랑 예약은 필수다. 매일 이른
저녁(Early Dining)과 늦은 저녁(Late Dining) 두 번으로 나누
어 운영하며 이른 저녁은 정확히 오후 5시40분에 출발한다.
작아 보이는 트램카 안에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주방
과 갤러리 바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있어 투어를 하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 또한, 트램에는 편안한 식
사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올
려진 와인잔이 쓰러질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트램카 레스토랑에서 음료는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기호에
맞게 준비된 와인과 꼬냑 그리고 맥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
으니 참고하자. 모든 창문은 일 방향으로 제작되어 있어 바
깥의 눈길을 받지 않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모든 식사는 트램 레스토랑 안에서 만들어지며, 고급 레스
토랑 이상의 맛과 스타일을 담아내고 있다. 친절한 서비스와
편안한 분위기가 곁들어진 트램카 레스토랑 체험은 왜 국립
관광상을 네 번이나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Colonial Tramcar Restaurant
P 이른 저녁 3코스 $82, 점심 4코스 $85
L Tram Stop 125 Normanby Rd
T 03 9696 4000, www.tramcarrestaurant.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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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대중교통 따라잡기
멜버른 공항에서 시티까지 스카이버스 Skybus
스카이버스를 이용하면 택시의 반값인 $19이면 시내까지 온
다(왕복 $38). 버스는 붐비지 않아 넓고 쾌적하며, 짐을 실을
공간도 충분하다. 공항에서 시티까지 단 20분이 걸린다는
것도 장점! 시티 터미널인 서던 크로스 역(Southern Cross
Station)까지 직행하며 승객이 원할 경우 추가 요금 없이 터
미널에서 호텔까지 가는 미니버스로 환승할 수 있다.

스카이버스

서던 크로스 역

미니버스 운행 시간 : 월-금, 6.00am~10.30pm
토-일, 6.00am~7.00pm
스카이버스 운행 시간 : 매일 24시간, 10분 간격
www.skybus.com.au

마이키 카드

투어리스트 셔틀버스

멜버른 자유여행의 필수 아이템 마이키 카드

버스

Myki Card

우리나라의 T머니와 비슷한 전자식 교통카드로 2013년부터
는 전면 마이키 카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기존 멧(Met)카드와 다른 점은 멧카드가 종이 방식이어서 기
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것으로 다시 사야했다면 마이키 카
드는 반영구적인 플라스틱이어서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요금이 자동 계산되어 별도로 동전을 준
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멜버른 도심 뿐만 아니라 질롱
(Geelong)이나 발라랏(Ballarat) 등과 같은 빅토리아주의 지
방 도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버스와 트램은 물론 2012년
부터는 멜버른과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V/line 기차에서도 사
용할 수 있어 멜버른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해졌다.

트램과 트램 역

멜버른 대중교통에 관한 세부 정보 확인 ptv.vic.gov.au

✽마이키 카드의 요금제
2012년 기준 마이키 카드의 요금
제는 두 가지로 운영된다. 일정 금
액을 충전하면 정해진 기간과 구
역 안에서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개념의 마이키 패스와 매번
이용할 때마다 요금이 결재되는
마이키 머니가 있다. 마이키 카드
2시간 요금 $3.9. 종일권 $7.8 (Zone 1 기준)이다.
마이키 패스 7일 정기권 $39, 1주일 이상 1년 이하 하루
$4.68 요금을 적용한다. 요금의 추가 지불 및 오류를 막기 위
해서는 한국처럼 승차 및 하차시 꼭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시
켜야 한다.
마이키 카드의 구입은 주요 기차역, 트램역, 7-일레븐같은
멜버른 시내의 800여 개 소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구
입시 교통요금과는 별도로 카드 발급 비용 $6을 추가 지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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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 센터

✽여행자들을 위한 마이키 비지터 팩
여행자들은 마이키 비
지터 팩(Myki Visitor
Pack)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 상
품은 $14에 1구역을 하
루동안 마음대로 이용
할 수 있는 종일권과 지도 및 마이키 카드 설명서, 유명한 만
화가 마크 나이트가 디자인한 카드 지갑, 약 $140에 달하는
멜버른 내 15개 주요 관광지 및 투어상품 할인 혜택이 포함
되어 있다.
마이키 비지터 팩은 공항 및 호텔 컨시어지 데스트, 백팩 및
B&B 숙소, 여행자 안내센터 등 300여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카드 발급비 $6은 환불되지 않지만 여행 종료시점
에 충전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

멜버른 여행이 즐거운 무료 대중교통

멜버른 시내의 주요 역

✽시티 순환 트램 City Circle
관광객을 위해 멜버른 다운타운을 사각으로 순회하며 무료
다. 라 트로브, 스프링, 플린더스, 도크랜드 등으로 이어지
는 4개 도로를 순환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한 바퀴를 도는데 약 30분 소
요. 멜버른 도착 후 시티 서클을 타고 한 바퀴 돌아보며 거리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크리스마스와 부활 주간의 금요일(Good Friday)에는 운
행하지 않으니 주의할 것. 써머 타임 기간의 목~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행한다.(p73 무료 트램 지도 참고)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 Flinders Street Station
멜버른 시내의 모든 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다(메
트로). 이 역을 중심으로는 페더레이션 광장, 아트 센터, NGV
Australia & International, ACMI, SBS, 야라강, 유레카 스카이
덱, 리젠트 극장, 멜버른 타운 홀, 디그레이브스 St., 플린더스
레인, 포럼극장, 블록 & 로얄 아케이드, 버크 몰 등을 쉽게 갈
수 있다.

www.metlinkmelbourne.com.au

✽투어리스트 셔틀버스 Tourist Shuttle
멜버른의 명소인 13개 정거장을 거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트램과 같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Good Friday)에만 휴무. 페더레이션
광장의 비지터 센터에서 운행 시간표와 정거장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비용은 $10이며, 전체 코스를 이
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90분이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at’s Melbourne
홈
 페이지 접속 후 Visitor Info → Transport →
Melbourne Visitor Shuttle 버튼 클릭.

✽멜버른 센트럴 역 Melbourne Central Station
멜버른 센트럴 쇼핑몰, 주립 도서관, 차이나타운, 그리스 거
리, QV 등
✽서던 크로스 역 Southern Cross Station
우리의 서울역과 같은 곳. 멜버른 외곽 빅토리아 주의 주요
지방 도시, 마을 등을 연계한다. 크라운 카지노, 멜버른 컨벤
션 센터(MCEC), 도크랜드, 텔스트라 돔, DFO 등과 연계
✽플래그스태프 역 Flagstaff Station
퀸 빅토리아 마켓, 플래그스태프 가든 등과 연계
✽리치몬드 역 Richmond Station
MCG, 멜버른 파크, 로드 레이버 아레나, 베트남 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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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기차

시티순환트램

버스

기차

300여개가 넘는 노선을 갖고 있는 멜버른의 버스는 다른 대
중 교통 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곳까지 운행하는 장점이 있
다. 버스 노선들은 빅토리아 V/Line과도 손쉽게 연계되어 교
외의 작은 타운, 관광지 등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자정 이후 도시에서 교외로 이동하고자 할 때 여행자들에
게 가장 유용한 교통 수단은 나이트라이더(NightRider) 버
스이다. 나이트라이더는 콜린스 거리(Collins Street)와 플린
더스 거리 (Flinders Street)사이의 스완스톤 거리(Swanston
Street)에서 탑승하며, 토요일은 새벽 1시30분 ~ 4시30분
사이, 일요일은 새벽 1시30분 ~ 5시30분 사이 매 30분마다
한 대씩 출발한다. 버스 안에 공중전화도 있어 집까지 안전
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정거장으로 콜택시를 부르거나 친구
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다.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Flinders Street Station)을 비롯하여 서
던 크로스역(Southern Cross), 플래그스태프(Flagstaff), 멜버
른 센트럴역(Melbourne Central), 주의사당역(Parliament) 등
5개역을 연결하는 라인을 시티 루프(City Loop)라고 한다. 이
역들을 중심으로 16개의 교외선이 지나간다. 기차는 월~목
요일에는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운항한다. 금, 토요일 밤에
는 새벽1시까지 운항하는 대신 일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운항한다. 각 역에서는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 출
발 플랫폼 숫자, 출발 시간, 정거장 등이 소개된다. 자전거와
서핑보드 또한 무료로 메트로폴리탄 기차를이용해 실어 나
를 수 있다. 단, 화물량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시간
은 피해야 한다.

세부정보 확인 http://ptv.vic.gov.au/timetables/nightrider/

트램
멜버른은 호주에서 트램이 연결되는 유일한 도시다. 멜버른
을 상징하는 것의 하나일 정도로 트램은 멜버른에서 가장 친
밀한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트램은 도시의 다운타운은 물론
시내 주요 지점에서 리치몬드, 세인트 킬다, 야라 남부 등의
교외까지 연결되어 있어 멜버른을 탐험하는 가장 좋은 교통
수단이 된다. 2015부터 다운타운 내에서 트램이용이 무료다.
월~목요일까지는 오전 5시부터 시작하여 자정까지, 금요
일, 토요일 밤에는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운행한다. 일요
일에는 오전 7시에 출발하여,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주요
트램역에서 버스, 기차와도 연계할 수 있다.
트램은 지도상 정류장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트램 번호와 시
간표를 확인한 후 탑승하면 된다. 트램 번호는 트램 앞부분
에 표시된다. 트램은 길 한가운데서 탑승하니 탑승 위치에
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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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무료 트램 운행 지역

택시

택시
멜버른의 택시는 노란 색으로 주요 호텔 앞이나 플린더스 스
트리트 혹은 서던 크로스 역 앞에서 잡기 수월하다. 4인 기
준 일반 택시의 경우, 기본 요금 $3.20에 킬로미터 당 $1.617
이 추가된다. 단, 늦은 시간이나 시 외곽에선 택시를 쉽게 잡
을 수 없으니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콜택시를 이용
할 경우 추가요금($2.10)이 붙으며,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에 부를 경우엔 $3이 별도로 청구된다. (공휴일 기본 요금은
$3.70) 공항에서 택시 탈 때는 빅토리아 주 정부는 무허가
택시회사 운영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항 주
변에서 관광객에게 접근해 호객 행위를 하는 운전사들을 단
호히 거부해야 공항-시내 간 요금은 편도 약 $50.
주요 택시회사 콜번호
Black Cabs Combined 13 22 27
Embassy Taxis 13 17 55
Silver Top Taxis 13 10 08
온라인예약 : Yellow Cabs www.13cab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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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Tours
Beyond Melbourne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하는
감동의 여정
멜버른 시내를 꼼꼼히 보았다면 멜버른을 벗어나 자연의 감동을
체험할 시간이다. 멜버른 여행의 매력은 세련된 도시가 주는 문화적인
감동 뿐만 아니라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호주의 3대 경이로움으로 꼽히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비롯해
펭귄들의 축제가 열리는 필립 아일랜드, 19세기 개척 시대로 떠나는
여행 소버린 힐, 추억을 향해 떠나는 낭만 열차 퍼핑 빌리, 깊이있는
와인의 세계로 떠나는 야라 밸리 와이너리 여행 등 다채롭다. 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는 호주에서 두번째로 작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멜버른에 있다. 무엇보다 모두 당일로도 다녀올 수 있어 여행
일정이 짧은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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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오션 로드
Great Ocean Road

바람과 물이 빚어낸 대자연의 신비

멜버른에서 서쪽으로 드라이브를 떠난다. 그곳에는 광대하고 청정하며 스펙터클한 풍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43km의 해안가를 달리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자연 그 자체의 숭고함과 인간의
위대함이 만나 완성된 여정이다. 출발 전 일단 가슴을 크게 펴고 심호흡을 한번 하자. 그야말로
감동의 순간이 지속되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③

⑤

①

⑥

②

드라이브의 시작 메모리얼 아치
Memorial Arch

포트캠벨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해안 도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 끝난 뒤 참전 용사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전쟁 희생자
를 추모하기 위해 16년간에 걸쳐 닦은 그 길에는 땀과 깊은
상념이 녹아 있을 터. 하지만 관광객은 아름다움과 광대함에
그저 순수하게 감탄할 뿐이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시작을
알리는 아치 아래에서 기념 사진 한 장 찍으며 마음을 추스
른다. (사진①)

한다. 역광으로 바라보는 풍경에 바다 안개까지 더해 로맨틱
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 (사진②)

자연의 리듬에 녹아 드는 벨스 비치
Bells Beach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해변을 걷거나 서핑을 즐기기 좋은
곳. 한쪽에는 무한하게 펼쳐진 바다가, 다른 한쪽에는 인간
을 작게 만드는 광대한 스케일의 절벽이 펼쳐진다.

신이 만든 풍경 12사도 바위 12 Apostles
12사도를 역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

깁슨 스텝스

Gibson Steps

포트캠벨 국립공원 중에서도 12사도를 직접 내려가서 감상
할 수 있는 깁슨 스텝스. 굽이굽이 꽤 긴 깁슨 계단을 내려가
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12사도 중 일부를 역광으로 바라보는 풍경은 경외심
을 불러일으킬 만큼 황홀하다. 백사장에 찍힌 발자국부터 안
개가 살짝 낀 해안선까지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답다. 이
깁슨 스텝스에는 꼭 커플이나 소그룹으로 함께 올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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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광활한 풍경

바닷가에 기묘하고 위엄있게 우뚝 서 있는 암석, 지치지 않
고 밀려오는 파도에 미동도 않는 그 풍경은 엄숙함을 느끼
게 한다. 하지만 파도와 비, 바람의 침식으로 암석들은 끊임
없이 깎여 나간다. 최근에 또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 전
망대에서는 8개의 굳건한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암절
벽으로 유명한 포트 캠벨(Port Campbell) 국립공원에서도 가
장 으뜸 볼거리인 12사도 바위.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대표
하는, 수많은 여행책자에서 봐왔던 바로 그곳이다.
(사진④)

난파선의 이름을 딴 아름다운 협곡

⑦

태고적 신비로 한 발 내딛기

로크 아드 고지 Loch Ard Gorge

오트웨이 플라이 Otway Fly

난파선의 이름을 딴 협곡 '로크 아드 고지'도 손꼽는 절경이
다. 1878년 이곳 해안을 지나다 침몰한 이민선 로크 아드 호
와 두 어린 생존자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깊게 패
인 절벽 아래 백사장까지 나무계단을 따라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면 해식 동굴도 나타난다. 로크 아드 고지 왼편으로 난
있는 길을 따라 가면 나타나는 레이저백(Razorback) 암벽도
장관. 이곳에서 12사도 바위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 특
히 이곳의 아일랜드 아치(Island Arch)에서 맞이하는 일몰은
너무나 아름답다. (사진③)

아폴로 베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곳은 오트
웨이 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공중 산책로로 35m 높이의 나무
사이를 거니는 스릴과 즐거움을 준다. 47m 높이의 전망대에
서 바라보는 조망 또한 압권. (사진⑦)

팔짝 뛰어 건널까?

런던 브리지 London Bridge
호주 남동 해안선을 243km 달린 드라이브의 마지막에 나오
는 런던 브리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중간 부분
도 이어져 있는 자연교였는데 차별 침식과 풍화 작용에 의해
중간 부분이 붕괴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전망대에 올라
서면 활달한 바람과 파도를 그대로 구경할 수 있다. (사진⑤)

쉬었다 가는 곳 아폴로 베이 Apolo Bay와

와남불 Warrnambool
아폴로 베이는 12사도 바위까지 가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여
정 중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해변 마을이다. 아기자기
한 카페와 먹거리가 다양해 여행자들이 주로 이곳에 들려 점
심식사를 한다.(사진⑥)
옛날 고래잡이로 유명했던 와남불은 현재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종착점이자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항구 옆
에 위치한 플래그스태프 힐 마리타임(Flagstaff Hill Maritime
Village) 등을 방문해볼 수 있다. 매년 고래들이 항구 앞 바다
에 새끼를 낳으러 이동하는 시기가 되면 와남불은 이 장관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붐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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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오션 로드 백배 즐기기

헬기에서 본 그레이트 오션 로드

ch eck it!
세벨 딥 블루 호텔 & 스파
Sebel Deep Blue Hotel & Spa

하이킹으로 즐기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몸으로 느낄 수 있다. 트레킹을 하면서 만나는 그레이트 오
션 로드는 그야말로 온전히 온몸으로 그 경이로움을 체험하
는 것. 그리 험한 코스는 아니어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www.greatoceanwalk.com.au

서핑의 천국

시시각각 바라보기 1박 체류

하늘에서 즐기기 헬기 투어
왜 ‘그레이트(Great)’라는 수식어가 이름에 자연스럽게 붙게
됐는지 이해하려면 하늘에서 내려다보자. 12사도 바위들의
모습과 구불구불한 해안의 멋진 풍광을 가장 제대로 보는 법
이기도 하다. 로크 아드 고지(Loch Ard Gorge)와 레이저백
암벽(Razorback), 런던 브리지(London Bridge), 해식애, 해
식동굴, 시아치, 시스텍 등 석회암 해안침식 지형의 모든 것
을 헬기로 한꺼번에 볼 수 있다. 헬기에 탑승하고 이륙한 후
한 바퀴 돌고 돌아오기까지 단 10~15분 정도 소요되는 짧은
순간이지만 나누는 얘기라곤 그저 짧은 탄성 밖에 없다. 헬
기가 무섭지 않느냐고? 고소 공포증이 심하다면 모를까 이
륙할 때 가볍게 손바닥에 땀이 배는 정도일 뿐 테마파크의
가벼운 놀이기구를 타는 정도의 느낌이다.

와남불에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상 호텔이다. 깔
끔한 로비 식당과 객실이
눈길을 끄는 리조트형 호
텔. 미네랄 풍부한 지하수
를 활용하는 호텔로 유명
하다. 새로 생긴 호텔답
게 로비에 무료로 인터넷
을 체크할 수 있는 공동
컴퓨터가 놓여있다. 이곳의 레스토랑 또한 단순하지
만 깊은 맛을 내는 메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소문
이 나있다. 에피타이저나 메인 요리도 맛있지만 특
히 디저트가 훌륭하다.
아침 7.00am~10.00am,
저녁 6.00pm~10.00pm
L 16 Pertobe Road Warrnambool
T 0
 3 5559 2000 Qsdb.com.au

O

걸어서 느끼기 그레이트 오션 워크
아폴로 베이에서 12사도석 부근까지 91km에 이르는 하이킹
루트로 걸어가면 빅토리아 주의 진정한 아름다운 자연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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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태양의 고도에 따라, 또는 날씨에 따
라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매번 다른 시각,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
는 것이 가장 좋다. 대부분의 데이 투어 프로그램은 늦은 오
후 2~4시 사이에 이곳에 잠시 머물다 가버리곤 하니 그레
이트 오션 로드를 만끽하기 위해선 한참 부족하다. 특히 일
몰 시간대와 아침 시간에 바라보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또 다른 감동을 준다. 이 시간 대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만
나려면 이 부근에서 1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와남불
(Warrnambool)은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종착지로 하룻밤
쉬어가기에 적합하다. 게스트하우스부터 특급호텔까지 다
양한 등급의 숙소들이 있다. 캠핑카를 이용한다면 그레이트
오션 로드 주변 마을의 캠핑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 가는 법
투어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양한
코스의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여행사나 페더레이션 광장의
관광안내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예약도 할 수
있다. 1일 투어의 경우 매일 아침 일찍 출발해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거쳐 포트 캠벨 국립공원의 다양한 포인트를 구경한 후
고속도로를 이용해 되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Ch eck it
헬기 투어는 미리 예약하도록 한다. 12사도 헬기투어 홈페이
지(www.12ah.com)에 가면 코스별로 인원수에 따른 요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참고로 헬기 투어는 아침 일찍 하는 것이
좋다. 1인당 $145부터.
12 Apostles Helicopters
T 03
 5559 2000 www.12apostleshelicopters.com.au
91km의 하이킹 코스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7박8일이지만
14km의 하루 코스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레이트 오션 워크
관련 상품은 한국에서는 혜초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세
계로여행사, 인터파크 등으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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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아일랜드
Phillip Island

황홀한 일몰 사랑스러운
펭귄들과의 신나는 댄스 댄스

호주가 ‘동물 애호 국가’란 사실은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 하지만 필립 아일랜드를
여행하기까진 이 말을 실감하기 어렵다. 동물을 사람과 같이 대하는 수준을 넘어, 동물이
사람보다 우선인 필립 아일랜드. 호주 정부는 매년 120만 명의 관광객들이 남긴 수익금 전부를
생태 보호에 재투자하고 있다. 그만큼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켜 온 필립 아일랜드는 자타가
공인하는 ‘야생 동물의 낙원’이다.

노비스남극관

펭귄 퍼레이드

필립 아일랜드 투어의 백미

펭귄 퍼레이드

뉴해븐 비치

코알라 서식지

케이프 울라마이

온 가족을 위한 여름 휴양지

필립 아일랜드 Phillip Island
멜버른 시티에서 130여Km 떨어진 곳에 필립 아일랜드가 있
다(차로 1시간 30분 소요). 도심에서 멀지 않아 멜버니언들의
여름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비록 섬일지라도 연
륙교가 놓여 있으니 통행엔 전혀 불편함이 없다. 필립 아일
랜드에는 또한 코알라, 물개, 바다표범, 펭귄 등 야생 동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아이들이 자연스레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체득할 수 있는 곳이다. 펭귄 보호 프로그램(Penguin
Protection Program), 에코 아카데미(Eco Academy)등 패키
지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서퍼들의 천국 케이프 울라마이
Cape Woolamai

고즈넉한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 필립 아일랜드에서 꼭
해 봐야 할 액티비티! 표지판을 따라 2시간여 동안 4km를 걸
으며 일광욕을 즐기는 전형적인 오지(Aussies) 패밀리들과
여유로운 대화를 나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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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엔 호주 젊은이들이 활력 넘치는 서핑을 보여주는데
자유자재로 파도를 타는 그들의 모습은 사진 한 장에 담아
내기엔 너무 아까운 한 폭의 그림이 된다.

필립 아일랜드의 길

세계 최대의 바다표범 서식지 노비스 Nobbies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대

필립 아일랜드의 서쪽 끝엔 세계 최대 바다표범 서식지, ‘노
비스(Nobbies)’가 있다. 이곳에 위치한 노비스 센터의 인터렉
티브 전망대에 오르면, 한국에선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
는 바다표범 떼가 한눈에 들어온다(무료 입장). 더 많은 동물
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센터를 나서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
자. 바위틈에 숨어 있던 물개들이 하나 둘 나타나선, 앙증맞
은 사진 모델이 되어준다.
웅장한 해안 절벽과 절묘한 각을 이룬 수평선 또한 압도적
인 장관을 연출하는데, 노비스의 노을 진 하늘은 가장 잊혀
지지 않는 풍경이 된다. 2015년 말부터 최첨단 4D 입체 시
스템으로 바다동물들을 만져볼 수 있는 남극여행(Antarctic
Journey) 체험관이 개관되었다.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
억을 선사할 것이다.

코알라 보호 센터 Koala Conservation Centre
동물원에 갇힌 코알라는 여행객에게 절반의 기쁨을 준다. 그
러나 필립 아일랜드의 코알라 보호 센터(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의 서식지)에서 한껏 늘어진 코알라와 대면하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코알라의 자유로운 영혼이 전해지는
듯 싶어서다. 실지로 이곳에선 관광객이 그저 ‘객(客)’일 뿐,
코알라를 억지로 안거나 쓰다듬을 수 없다. 이곳의 주인공은
단연 코알라기에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광객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
다. 나무 위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코알라를 가까이서 관
찰하기란 쉽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때때로 운이 좋으면, 바
닥에 내려와 유칼립투스 잎 따먹기에 심취한 코알라를 코앞
에서 볼 수도 있다. 생생한 동물의 세계, 코알라 보호 센터의
입장료는 성인 $12.5, 아동 $6.25.

Penguin Parade

이번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펭귄 퍼레이
드’다. 전 세계를 통틀어 키가 가장 작다는 리틀 펭귄(Little
Penguin, 33cm)의 귀여운 행렬을 볼 수 있단 기대감에 관광
객들의 마음은 한껏 들뜬다. 퍼레이드는 하루에 단 한 번 볼
수 있는데, 이는 펭귄들의 저녁 귀환 시간대가 월별로 일정
하기 때문이다.
매일 저녁 노비스 부근 해안을 거니는 리틀 펭귄들은 실제
굉장히 규칙적이고도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다. 본래 이들은
섬에 둥지를 틀고, 해 뜨기 전 바다로 나가 먹잇감을 구하며
해가 진 후에야 섬으로 돌아와 새끼를 먹인다. 가이드의 말
에 따르면 하루에 약 15~50km를 헤엄친다고 하니, 작은 체
구에 비해 체력도 만만찮은 모양이다. 관광객들은 탁 트인
모래사장의 계단식 관람석에 앉아 깜깜한 어둠 속 펭귄 행렬
을 기다린다. 밤바다의 바람이 점차 거세지지만 따스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펭귄이 올 순간만을 숨죽여 기다린다. 혹여
나 펭귄이 겁을 먹을까 미동조차 하지 않는 호주인들의 배려
를 보면서, 그들의 자연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명심할
것, 같은 이유에서 펭귄의 시력에 치명적인 ‘모든 종류의 카
메라 촬영’ 또한 금지 된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저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펭귄 퍼레이드
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1년에 평균
65만명 입장). 별이 빛나는 밤,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연 생태계의 신비로움을 느끼는 체험은 실로 감동적이다.
펭귄 퍼레이드 일반 관람석은 $25.1, 펭귄이 지나가는 바로
앞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펭귄 플러스 입장권은 $47.2이
다. 단 70명만 예약할 수 있는 펭귄과 눈을 마주치며 별도로
마련된 지하 관람대 관람권은 $60이다.

필립 아일랜드 가는 법
필립 아일랜드는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에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멜버른 현지 여행사의 일일투어를 이용할 경우 요금은
$100~150이다. 오전 11시에 시티에서 출발해, 밤 10시쯤
귀환한다. www.penguins.org.au
펭귄을 입양할 수도 있다. 물질적, 정신적 후원자가 되는 것.
후원 펭귄을 정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펭귄 보호에 사용한다.
Penguin Foundation www.penguinfoundation.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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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힐 & 발라랏
Sovereign Hill & Ballarat

19세기 황금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

멜버른에서 북서쪽으로 1시간30분 가량 차로 달려 닿게 되는 발라랏(Ballarat). 지금 발라랏에
가면 그때 그 시절, 골드러시 흔적을 고스란히 재현한 소버린 힐(Sovereign Hill)을 만나볼 수
있다.

ch eck it!

발라랏 야생 동물원 Ballarat Wildlife Park

19세기 골드러시 현장으로
소버린 힐은 멜버른 시내에서 차로 1시간30분 거리에 자리
하고 있어 하루 정도 시간을 내 다녀오기 좋다.
한국의 민속촌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과거시
대의 복장을 한 안내원들이 책자를 나눠주며 입장을 안내한
다. 소버린 힐은 입구에서부터 이미 과거로 떠나는 타임머신
에 올랐다.
소버린 힐의 중심부로 들어서면 서부 영화에서나 봄직한 건
물들을 볼 수 있다. 사륜마차와 오래된 나무 건물들, ‘따각 따
각’ 소리를 내며 지나다니는 마차를 보며 잠시나마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해 본다.
모든 것들이 19세기의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식당, 술
집, 대장간, 빵집, 식료품점, 주방용품점, 미용실, 우체국, 금
은방 등 소버린 힐의 중심부에는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
현해 놓고 있다. 1850년대 사람들의 생활을 구경하며 이국적
인 모습의 소버린 힐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흥미롭다. 금
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에서 건너온 1000종류 이상의 금화가
전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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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대 초 발라랏(Ballarat)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호
주의 수많은 이민자들이 멜버른으로 몰려들었다. 멜버른은
이후 지금과 같은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국식 멋진 퍼레이드 눈길
매일 오후 1시가 되면 소버린 힐에서는 ‘쾅, 쾅’ 온몸에 전율
이 올 정도로 큰 총성이 울려 퍼진다. 중심부의 금광체험장
바로 앞에서는 빨간색 제복을 갖춰입은 영국식 군대 행렬에
구경꾼들이 몰려든다. 하루에 한 번만 행해지는 이 이벤트는
군인들이 북장단에 맞춰 절도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이색적
인 구경거리다.
밤에는 ‘남십자성의 혈투(Blood on the Southern Cross)’라
는 소리와 빛이 어우러진 쇼와 디너도 제공한다.

누구나 즐기는 옛날식 사금 채취
소버린 힐의 남쪽 계곡으로 향하면 누구든지 사금을 채취할
수 있다. 과거에는 널려있는 대부분의 돌이 금덩이였다고 할
정도로 많은 금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사금을 직접

채취해 가져갈 수 있도록 꾸며놨는데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코스다. 채광지에서 흘러나오는 개울물을 대야에
담아 살살 흔들면 손 안에서 반짝이는 사금을 만져볼 수
있다. 채취한 사금은 모두 자신의 몫. 그러나 처음 접해보는
관광객들에게는 모래 하나 크기의 사금을 채취하는 것도
운이 따라야 가능하다.
또 지하 65m 깊이의 금광에 들어가 과거 금을 채취하던 흔
적들을 구경할 수 있다. 그 옛날 광부들처럼 석탄차를 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터널 속을 통과하는 스릴도 재미나
다. 광부들의 작업 모습과 당시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한다.

소버린 힐 가는 법
현지 여행사에서 보통 데이투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각
여행사마다 가격차이가 조금 있지만, 대부분 성인은 $120~140,
어린이 $60~70정도다. 자동차로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멜버른 북서쪽 웨스턴고속도로 이용, 빅토리아 스트리트에서
메인 로드로 진입하면 된다.
어른 $54, 어린이 $24.5, 4인 가족 $136
매일 10.00am~5.00pm
T 0
 3 5337 1100 www.sovereignhil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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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힐만 보기 뭔가 아쉽다면 발라
랏의 야생 동물원도 함께 방문해보자.
소버린 힐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이
곳은 일일 투어를 이용하면 대부분
거치는 곳이다. 규모가 크진 않지
만 야생으로 뛰노는 캥거루와 코
알라, 타조 등을 비롯해 웜밧
등 호주산 동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낮에 잠자지 않
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코알라를 만나는
신기한 경험도 가능하다. 주말에는 시
간대별로 뱀쇼, 코알라쇼, 웜밧 쇼, 악
어쇼 등이 열린다.
매
 일 9.00am~5.00pm
어른 $31, 어린이 $17.5
L Corner

York & Fussell
Streets, Ballarat East
T 0
 3 5333 5933
www.wildlifepark.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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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핑 빌리

야라 밸리

Puffing Billy

추억을 가득 실은 증기기관차

Yarra Valley

도심과 가까운 낭만의 와이너리

멜버른 시티에서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한 시간 가량만 달리면 어느 순간 눈앞에 온통 포도밭이
펼쳐진다. 시티에서 가깝다보니 야라 밸리에서 한나절을 보내고도 다시 시티로 돌아와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200여개의 포도밭과 60여개의 와이너리가 있는 이곳은 유럽과
비슷한 기후와 토양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질 좋은 포도가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아하고
섬세한 샤르도네와 정상급의 쉬라즈를 생산하기로 유명하다. 와인에 꼭 관심이 없더라도 예쁜
와이너리를 2~3곳 정도 돌아보고 와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한껏 여유를 부려보면 마음마저
푸근해 진다.

단데농 언덕의 100년 된 증기기관차 퍼핑 빌리(Puffing Billy)는 동화속으로 떠나는 추억의
여행이다. 옛날 사진 속으로 들어간 듯한 증기 기관차는 그 자체로 포토제닉하고 개찰구에 나와
안내하는 인자한 할아버지 기관사들의 모습도 마치 추억의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퍼핑 빌리 타고 추억 속으로
기관차에 몸을 실으면 기차는 하얀 증기를 뿜으며 칙칙폭폭
낮고 구불구불한 숲속을 달린다. 산길을 오르면 맑고 청량한
공기에 기분이 더욱 좋아진다.
퍼핑 빌리 기관차에서는 열차 안에서 밖으로 발을 내밀며 탈
수 있는데 발을 동동 구르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다보면 마
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 간 듯하다. 원래 이 열차는 단데농 지
역의 화물을 나르는 화물 기차였으나 지금은 사람들에게 어
릴적 추억으로 되돌아가는 경험을 주는 독특한 체험 여행 상
품이 되었다. 이 퍼핑 빌리를 모델로 나온 것이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토마스와
친구들>로 인해 아이들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여행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하지 않고 갔다가 너무 재미있었다고
평가할 만큼 멜버른의 보물같은 일일 투어 프로그램 중 하나
다. 퍼핑 빌리는 매일 벨그레이브 역에서 아름다운 에머랄드
호수 공원을 지나 젬브룩(Gembrook)까지 약 24.5km를 달
리는데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벨그레이브에서 멘지스 크릭
(Menzies Creek)까지 약 30분 정도의 구간만 이용한다.
www.puffingbilly.com.au

퍼핑 빌리 이용하기
일일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찾아 올 수 있
다. 투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하고 저렴한 편이다. 퍼핑
빌리는 하루에 3~6회 운행하며 개별적으로 탑승할 경우 이
용 금액은 벨그레이브에서 젬브룩은 $54.5이고 벨그레이브
에서 레이크사이드는 $40, 벨그레이브에서 멘지스크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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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이다. 국제학생증 할인이 가능. 벨그레이브까지는 멜버
른 CBD의 서던 크로스 역에서 메트로 트레인 벨그리브 라인
을 타고 벨그레이브까지 이동(약 1시간 소요).
기차 시간표는 www.metlinkmelbourne.com.au에서 확인.

ch eck it!
힐즈빌 야생 동물원 Healesville Sanctuary
퍼핑 빌리와 함께 단데농
에서 방문해볼 만한 곳으
로 힐즈빌(Healesville) 야
생 동물원을 들 수 있다.
야라(Yarra) 계곡을 거슬
러 올라가 벨그레이브역
가까이에 동물원이 자리
잡고 있어 편하게 갈 수
있다. 200여종의 호주의
야생 동물이 있는 이곳은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코
알라와 캥거루, 왈라비, 윔밧 등이 인간과의 어색한
경계를 접고 입장객을 곁에서 맞이한다. 방문객들은
왈라비와 캥거루 사이를 걸으면서 태즈매니아 데블,
에뮤 등의 동물들을 볼 수 있다.
성
 인 $31.6, 어린이 $15.8(주말 및 공휴일 무료)
매
 일 9.00am~5.00pm
L Badger Creek Road Healesville
T 03
 5957 2800 www.zoo.org.au/heales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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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보톨리 야라 밸리 에스테이트

도메인 샹동 오스트레일리아

De Bortoli Yarra Valley Estate

Domaine Chandon Australia

이탈리아 북부에서 이주해온 비토리오 드 보톨리와 그의 아
내 지우세피나가 이주 4년만인 1928년 설립한 와인농장이
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리베리나에 정착해 호주 최대의 가
족 소유 와인 회사의 하나인 드 보톨리를 시작했다. 야라 밸
리의 드 보톨리는 그로부터 75년 후 인 드 보톨리가의 3세대
인 레안느 드 보톨리와 그녀의 남편이자 와인 제조가인 스티
브 웨버가 시작한 와이너리와 레스토랑이다. 세련된 이탈리
안 스타일의 레스토랑은 약 100여명의 게스트를 수용할 수
있고 야라 밸리만의 서늘한 기후 속에서 최고의 품질을 지닌
와인을 생산해 오고 있다. 호주는 물론 전세계에서 수많은
상을 휩쓸며 명성을 높였다. 최근에는 와인 뿐만 아니라 치
즈 숙성 등에 관한 시설과 판매도 하며 주목받고 있다.

야라 밸리 지역에 가면 꼭 한번은 들러보아야 할 유명한 와
이너리다. 와이너리도 워낙 예쁘고 로맨틱해서 누구든 반하
고 만다. 도메인 샹동 오스트렐리아는 프랑스의 샴페인 회사
인 모엣 & 샹동의 소유로 1936년에 동 페리뇽이라는 브랜드
의 스파클링 와인을 선보인 곳이다. 1986년에 이곳 호주 빅
토리아의 그린 포인트에 도메인 샹동을 건립하고 지금은 모
엣 헤네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곳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포도밭이 내려다보이는 천
장이 높은 창문이 있기 때문. 테이스팅 리스트에 있는 대부분
의 와인은 무료로 시음해 볼 수 있고 유료인 것도 종류별로
$1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맛보고 싶은 와인이 있다면 느긋하게
다 맛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구입하자. 이곳에서는
시간을 넉넉히 두어 포도밭의 사잇길도 걸어보도록 한다.

와
 인 $15부터
10.00am~5.00pm (크리스마스 제외 매일 오픈), 레스토랑 점심
식사는 목~ 월요일까지, 저녁 식사는 토요일 하루 가능.
L 58 Pinnacle Ln, Dixons Creek, Victoria 3775
T 0
 3 5965 2271 www.debortoli.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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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
 페인 $22부터, 레드 화이트 $22.95부터
매
 일 10.30am~4.30pm, 셀프 가이드 투어 10.30am~4.30pm
와인클래스 일요일 11:00pm~1.00pm($75 예약필수)
L Green point, Maroondah HWY, Coldstream Melway 276
T 0
 3 9738 9200 www.chandon.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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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한 번쯤 호주 와이너리 1박 2일 여행

모닝톤 페닌슐라
Mornington Peninsula

자연의 숨소리가 들리는 풍경

멜버니언들의 꿈같은 휴식처, 모닝톤 페닌슐라 라벤더 향이 깃든 정원에서 여유로운 티타임을
갖고, 농장에서 풋풋한 딸기를 수확한 후, 호주 최고의 피노 누아(Pinot Noir)를 머금은 채
온천수에 몸을 맡기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와이너리로의 여행은 맛과 향, 흥이 가득하다. 눈이 시원해지는 포도밭 사이를 신나게 달리고 와이너리에서
참나무향 베어있는 와인과 그에 어울리는 음식으로 눈, 코, 입을 채운다. 스파나 호주의 숲, 야생 동물원은
보너스다. 킨포크식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여유로운 럭셔리 호텔의 숙박은 여행의 하이라이트이다. 호주
빅토리아주 전역에는 22개가 넘는 와인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85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정부관광청과 여행사들이 좀 더 특별하게 와이너리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상품가 : 1인당 $440. 상품 문의 : 하늘투어, 하나프리, 온라인투어, 세계로여행사, 엔스타일투어 그레이트호주, 하이스트투어 호주

최대 와인 생산지
야라 밸리에서 보내는 꿈같은 1박 2일

호주인들의 휴양지 모닝톤 페닌슐라에서
보내는 아름다운 1박 2일



페닌슐라 핫 스프링스

Peninsula Hot Springs

모닝톤에는 빅토리아 주의 유일한 자연 온천지가 있어 멜버
른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숲 속 돌담길에 온천탕이 있는
것도 이색적이다. 각 탕의 온도는 37도에서 42도 사이로, 선
택의 범위가 다양하다. 수영복 차림으로 탕에 들어가며 신선
하고 맑은 공기는 덤으로 얻을 수 있다. 637m 지하에서 샘솟
는 온천수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리듐 등 미네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류마티즘, 신경통, 근육통, 아토피 등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한다.
화-목

성인 $35, 어린이(5~15세) $20 금-월 성인 $40,
어린이(5~15세) $25,
O 매일 7.30am~9.00pm (크리스마스 휴무)
L S
 prings Lane, Rye, 3941 Mornington Peninsula, VIC
T 03 5950 8777 www.peninsulahotsprings.com
P

Ch eck it 모닝톤의 다양한 액티비티!
퀸스클리프와 소렌토를 잇는 유람선 탑승
Queenscliff - Sorrento Car & Passenger Ferries
www.searoad.com.au
돌고래와 함께 하는 해수욕 Moonraker Seal & Dolphin Swims
www.moonrakercharters.com.au
카약과 승마 체험 Bayplay adventure tours
www.bayplay.com.au
more info : www.visitmorningtonpeninsu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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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쉬콤 메이즈 & 라벤더 가든

1일차

1일차

Ashcombe Maze & Lavender Gardens

09:00 페더레이션 광장(p11)
10:00 단데농 퍼핑빌리(p84) 탑승
12:00 피거리 카페에서 점심식사
14:00 도메인 샹동(p85) 와인 테이스팅
15:00 초콜라테리에 & 아이스크림 이동
16:00 예링 스테이션 와인 테이스팅
18:00	발고니 에스테이트 혹은 야라밸리 로지 저녁식사 후 숙박

09:00 페더레이션 광장
10:00	모닝톤페닌슐라로 이동, 레드힐 에스테이트 와인 테이스팅
12:00 에피큐리안에서 점심식사
14:00 티갤런트 와인메이커 테이스팅
15:00 페닌슐라 핫 스프링스(p86)에서의 온천욕
19:00 린덴데리 리조트 저녁식사 후 숙박

2일차

09:00 리조트 조식
10:00 브라이튼 비치(p59)로 이동
12:00 페더레이션 광장

모닝톤은 유럽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지인데 그 영향 때문인
지 이 지방에는 유난히 잉글리시 스타일의 정원이 많다. 그
중 애쉬콤 라벤더 가든은 가장 유서 깊은 정원으로 유명하
다. 1200 그루의 장미 나무, 200여 종의 꽃이 만발하며 미로
숲(Hedge Maze)을 거닐다 보면 라벤더 향이 코끝을 자극한
다. 고소한 스콘과 티 한 잔을 맛보거나 점심을 즐길 수 있다.
입
 장료 성인 $18.5, 아동 $10
O 매일 9.00am~5.00pm (크리스마스 휴무)
L 15 Shoreham Rd, Shoreham
T 03 5989 8387 www.ashcombemaze.com.au
P

2일차

07:00 리조트 조식
09:00 힐즈빌 생츄어리(p84) 체험
12:00 페더레이션 광장



써니 리지 딸기 농장 Sunny Ridge Strawberry Farm
호주 최대의 딸기 생산지인 써니 리지(Sunny Ridge) 농장에
서는 동심의 세계에 빠져본다. 끝없이 펼쳐진 개별로 주어진
팩 하나에 방금 딴 딸기를 눌러 담는다(딸기 수확은 11~4월).
갤러리에서 딸기를 초콜릿에 찍어 먹는 퐁듀, 딸기 맛부터
라스베리 맛까지 아이스크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이곳의
특산품인 딸기 와인과 리큐어(liqueur)는 구입 전 테스팅이
가능하며, 귀국 선물로도 적당하다.
성
 인 $9 (500g), 어린이 $4 (250g)
11-4월

9.00am~5.00pm (7days)
5-10월 11.00am~4pm (금, 토, 일요일만 영업)
L 2
 44 Shands Road, Main Ridge, VIC 3928
T 03 5989 4500 www.sunnyridg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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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거리 카페 : 농장을 개조한 카페로 직접 재배한 농작물로 만든 신선
한 브런치가 맛있는 곳
 초콜라티레에 : 야라 밸리에 위치한 초콜릿 공장으로 직접 초콜렛 생
산 과정을 보여주며 다양한 초콜렛 작품을 판매한다.
 예링 스테이션 : 야라밸리를 대표하는 와이너리 중 하나. 통 유리창으
로 이뤄진 레스토랑에서 드 넓은 포도밭을 바라보며 갖는 만찬과 갤러리
를 겸한 빈티지한 와인 셀러가 분위기 있다.
 발고니 에스테이트 : 야리밸리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와이너리이자 럭셔리 숙박시설.





 레드힐 에스테이트 Red Hill Estate :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와이너
리로 피노누아와 쉬라즈가 유명하다. 이 와이너리 안에 위치한 맥스 레
스토랑도 맛집으로 꼽힌다.
 에피큐리안 Epicurean : 1900년대 초 사용되었던 식품 저장고를 개
조한 인테리어와 유명 셰프가 직접 이탈리안 정통 맛을 재현해 현지인들
이 더 사랑하는 맛집으로 꼽힌다.
 티갤란트 와인메이커 T’ Gallant Winemaker : 모닝톤 페닌슐라에는
와인 고유의 제조 방법을 존중하며 와인을 만드는 소규모 프리미엄 와인
메이커들이 많다. 티갤런트도 그 중 하나다. 모닝톤에서는 온화하면서도
서늘한 기후를 바탕으로 맛있는 피노누아를 만든다.
 린덴데리 리조트 : 정원과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별장 같은 리조트. 클
래식한 소품으로 농가의 분위기를 돋우며 레스토랑에서는 건강한 식재
료로 맛있는 음식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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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디자인, 음식, 사진 ...
최고의 유혹
멜버른은 호주에서도 가장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전 세계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이곳에
마련해 놓기도 한다. 그만큼 멜버른의 예술성과 문화성은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 다시 만들어진다. 공연, 예술,
식도락, 디자인, 패션, 등 각 분야에서 찬란히 꽃피우고 있다.
가이드북 작업에 참여한 객원 여행작가들이 느낀 멜버른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까? 포토그래퍼, 푸드 스타일리스트, 시각 다자이너, 요리사,
유학생 등 각 분야에서 최고를 꿈꾸며 자기 일을 개척해 나가는 객원
작가들이 소개한 멜버른의 여행 노하우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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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유지영의 멜버른 문화 엿보기

뮤지컬, 영화, 공연과 함께 하는 멜버른
멜버른은 호주에서도 공연 문화가 잘 발달된 곳이다. 새로운 스매싱 히트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끊임 없이 대형 무대에 오르고 뒷골목에서도 라이브 재즈 공연이 수시로 열린다. 영화관은 어떤가?
여름밤을 수놓는 야외 극장이나 지붕 위의 극장은 또 다른 낭만과 추억을 선사한다. 멋지게
차려입고 고풍스런 극장에서 저녁시간을 즐기는 멜버니언의 일상도 엿볼 수도 있다.
프린세스 극장

로드 레이버 아레나

뮤지컬．공연 극장
프린세스 극장 Princess Theatre
세계 최고 극장 중 하나인 프린세스 극장(1488석)은 멜버른
예술의 품격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1886년 건립 이래 ‘오페
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캣츠’, ‘맘마미아’ 등 메이저 뮤지컬
을 모두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한편 이 극장은 유령(Federici)의 존재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
1888년 3월3일, 오페라 ‘파우스트’의 메피스토 펠리스 역을
열연하던 프레데릭 베이커(Frederick Baker)가 이곳에서 심
장마비로 즉사했는데 그 후 그의 유령을 목격한 스태프가 하
나 둘 늘어났다고.
L
T

애스터

영화관 Cinema

163 Spring Street (리틀 버크와 스프링 St. 코너)
03 9663 3300 www.marrinergroup.com.au

허 마제스티 극장

애스터 Astor

허 마제스티 극장 Her Majesty Theatre
올해 상반기 한국보다도 먼저 초연한 스매싱 히트 뮤지컬 ‘빌
리 엘리어트(Billy Elliot)’에 이어 하반기의 ‘시카고’, 2010년엔
‘맘마미아’와 ‘메리 포핀스’까지 세계적인 인기 뮤지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극장이다. 1880년대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은
한결 멋스럽고 좌석은 공연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
공한다. 1층 466석, 2층 428석, 3층 806석 등 총 1700석의 대
규모의 극장으로 웅장한 외관과 공연장 모습을 보는 것만으
로도 의미있다.
L
T

219 Exhibition St.
03 8643 3300 www.hmt.com.au

리젠트 극장 Regent Theatre
프린세스 극장에 비해 역사는 짧아도, 할리우드와 브로드웨
이에서 건너온 ‘뮤비컬(Movie+Musical)’의 역동적인 무대를
감상하기엔 리젠트 극장만한 곳이 없다. 1929년에 개관한 이
극장은 2층 구조의 화려하면서도 고전적인 관람석을 유지하
고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L
T

191 Collins Street
03 9299 9500 www.marrinergroup.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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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홀

옛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아르데코 양식의 극장으로, 채플
(Chapel St)과 단데농 로드(Dandenong Rd) 코너에 있다.
www.astor-theatre.com

아트 센터 The Arts Centre
1년 내내 국내외 예술가들의 향연이 펼쳐져, 음악을 사랑
하는 멜버니언들이 자주 찾는다. 특히 아트센터의 해머 홀
(Hamer Hall)과 스테이트 극장(State Theatre)은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오페라를 감상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월
 -금 7.00am~늦은 밤, 토 9.00am~늦은 밤,
일 10.00am~5.00pm
L 100 St Kilda Road
T 03 9281 8000 티켓 예약은 1300 136 166
Artscentremelbourne.com.au

시네마 노바 Cinema Nova
혼자 가기 좋은, 라이곤 St의 영화관. 작품성 있는 예술 영화
를 주로 상영해 마니아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L

380 Lygon St, Carlton www.cinemanova.com.au

O

로드 레이버 아레나 Rod Laver Arena
각종 스포츠 경기와 엔터테인먼트 공연을 개최하는 다목적
센터다.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호
주 오픈(Australian Open)의 홈구장으로 유명하며 저스틴 팀
버레이크와 비욘세 등 슈퍼스타의 콘서트 장으로 활용되기
도 했다. 최첨단 개폐형 지붕이 있어 우천 시에도 공연이나
경기관람이 가능하다.

시네마 노바

ch eck m o re

공연 티켓 예매하기

멜버른에서 뮤지컬이나 공연을 감상하려면 각 극장에
서 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대행 예매소나
멜버른 타운 홀 앞 티켓 예매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프 틱스 Half-Tix
매일 업데이트되는 공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멜버른
타운 홀(Melbourne Town Hall) 앞 티켓 예매소다. 주
로 저렴한 값에 볼 수 있는 소극장 공연을 소개하며
현금만 받는다.
월
 , 토 10.00am~2.00pm, 화-목
11.00am~6.00pm, 금 11.00am~6.30pm
Little Collins St와 Swanston St 코너
T 03 9650 9420

O
L

문라이트 시네마 로열 보태닉 가든
Moonlight Cinema Royal Botanic Gardens

티켓텍 Ticketek

야외극장 로얄 보타닉 가든에서 열리며 여름 시즌에 한정된
다. 운치 있는 봄 밤, 연인과 함께 잔디에서 감상하는 영화는
퍽 매혹적이다. www.moonlight.com.au

대형 공연의 티켓 예매를 대행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
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크라운 극장 Crown Casino Complex
블록버스터 영화를 실감나게 보기엔 크라운 빌딩의 골드 클
래스가 안성맞춤. 와인을 마시며 영화보는 사치를 누린다.
L Shop 50, 8 Whiteman St, Southbank.
www.villagecinemas.com.au

T

13 28 49 www.ticketek.com.au

티켓마스터 7 Ticketmaster7
티켓텍과 마찬가지로 메이저 급 공연의 예매를 대행
하는 사이트다. 과정도 상세히 설명돼 있어 예매하는
데 거의 불편함이 없다.
T

1300 136 166 www.ticketmaster.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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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광의 멜버른 유혹주의보

조재광의 멜버른 유혹주의보

픽토그램과 표지판으로 본 디자인 멜버른

추천 멜버른 베스트 쇼핑 아이템

멜버른을 여행하다보면 그들의 디자인 감성에 한번쯤 놀라게 된다. 특히 멜버른 특유의 위트
넘치고 여유로운 감성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멜버니언의 특징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호주 최고의 쇼핑 도시 멜버른에선 어느새 지름신이 내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현대와 과거를 오가는 거리를 다니다보면 탐나는 물건들이 정말 너무 많다. 멜버른에서 탐나는
쇼핑 아이템 베스트 5.

판타스틱한 디자인 세계 문구류

푸른 하늘과 회색빛 건물에 어울리는 형형색
색의 배너는 돋보였다. 무분별한 장식을 배
제하고 명확한 컨셉을 보여주며 과감한 컬러
를 사용하였지만 촌스럽지 않은 센스가 어디
서나 돋보였다. (사진 ①)
관광지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아마도
표지판이 아닐까? 광활한 자연과 공존하는
표지판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세심한 칼라와
깜찍한 픽토그램으로 은은히 튄다. (사진 ②)

세상에, 멜버른에 이렇게 문구 전문점이 많은 줄 몰랐다. 키키케
이나 스미글(Smiggle) 정도는 애교스럽다. 멜버른 다운타운도 그
렇고 브런즈윅이나 채플 스트리트 등에는 다양한 체인점과 수공
예 문구점이 즐비하다. 문구 매니아들은 내려온 지름신에 한 달
후 카드 명세서를 안고 울지도 모른다.

①

품질에서 먼저 입소문난 화장품, 목욕용품, 아기용품
②

②

경고 또한 배려와 위트가 돋보인다.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
들에게 ‘만지지 말라’, ‘근처에
가지 말라’. ‘기대지 말라’ 등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지만.
그들의 경고는 언제나 친절해
서 보는 이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다. (사진 ③)
낡은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거
리는 아름답다. 낡은 타이포가 반
짝이는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있다.
(사진 ④)

숨은 골목마다 감성과 센스
가 녹아있고 그래피티는 멜
버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
시 디자인 요소다. (사진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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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함과 품질이 최고 비치 & 스포츠 용품

③

픽토그램은 그림을 통해 경고나 안내를 빠
르고 쉽게 전달하는 상징문자이다. 픽토그
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그것
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정보 전
달이겠지만 재미까지 동반
한다면 더 큰 의미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⑤)

에이숍(Aesop)이나 줄리끄(Julique) 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
한 호주산 화장품이고 재래시장이나 빈티지숍 등에서 판매하는
수제품 비누, 바디용품, 화장품 등도 매혹적이다. 심지어 케미스
트에서 판매하는 각종 생활용품 등도 매력적이다. 햇볕이 강한
호주에선 좋은 선크림이 많다. 특히 아기용 로숀, 목욕용품 등은
같은 브랜드라도 호주에서 20~30%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③

호주인들이 운동을 즐기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 일상에서 조깅
과 사이클은 기본이고 수영과 서핑 등 물과 관련된 운동도 즐긴
다. 따라서 비치웨어와 운동복, 가방이나 장갑 등 악세서리는 멜
버른에서 다양한 제품을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다. 일반 숍보다
는 아웃렛이 저렴하며 사이즈는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
히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있다는 점도 매력적. 사
이즈를 찾기 위해선 착용한 후 구입도 가능하다.

③

들고 올 수만 있다면 뭐든지
빈티지 인테리어용품, 키친 웨어

④

빈티지 제왕 멜버른에서는 빈티지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소품이
나 키친 웨어 등을 구입하기에도 그만이다. 특히 브런즈윅이나
스미스, 채플 스트리트 등에는 이런 제품을 구입하기 좋은 숍들
이 즐비하다. 비싼 듯하지만 숍을 잘 살펴보면 저렴하게 구성된
상품들도 한 켠에 소개되고 있다.

⑥

호주산이 최고 어그 부츠, 꿀, 비타민, 와인 등
호주 여행 시 가장 사랑받는 쇼핑 아이템. 다만 꿀이나 와인 등은
돌아올 때 가방 무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안타까운 품목이
다. 와인이나 꿀을 사서 한국까지 들고 오려면 꼭 구입시 버블 포
장을 해서 큰 가방에 넣어야만 한다.

⑤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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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타일리스트 김은아의 향기로운 멜버른

커피, 와인 그리고… 멜버른의 향기
멜버른에는 향기로운 마실 거리로 가득하다. 스크램블 에그엔 롱 블랙 한잔을 마시고, 피쉬 앤
칩스에는 시원한 VB 한 병을, 근사한 저녁식사에는 쉬라즈 한 잔을 빼놓을 수 없다.
Drink your own style!

와인 문화

커피 문화

전통있는 호주산 빈티지 멜버른의 와인

멜버른은 호주의 커피 도시라 불릴 만큼 커피 문화가 발달했으며 구석구석 골목들은 명실 공히 카페 골목으로 거듭났다. 뿐
만 아니라 시티의 주변부인 리치몬드, 세인트 킬다, 피츠로이, 남쪽 지역과 프라한 등에는 아예 카페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커피 메뉴 읽기

브루네티 Brunetti

멜버른에서는 커피메뉴 이름도 특별
하다. 카페가기 전 메뉴 읽는 법을 반
드시 숙지할 것!
플랫 화이트(Flat White) : 카푸치노와 거의 같지만 쵸콜렛 가
루와 거품이 없다. 다소 진해 아침을 깨우기에 그만이다.
쇼트 블랙(Short Black) : 에스프레소 잔에 나오는 에스프레
소 샷.
롱 블랙(Long Black) : 에스프레소 샷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것으로 아메리카노와 같다.
스키니 캡(Skinny Cap) : 저지방 우유로 만든 카푸치노.
라떼(Latte) : 에스프레소 샷에 뜨거운 우유를 붓고 1cm의
거품을 올린 것.
베이비치노(Babycino) : 에스프레소 잔에 커피 없이 뜨거운
우유와 우유 거품만을 올린 것으로 아이들이 먹는다.

멜버른에서 꼭 가봐야 하는 이탈리안식 커피숍. 이탈리안 스
타일의 오페라 케이크나 젤라또 아이스크림과 함께 커피를
마셔보자. 두꺼운 시럽이 얹혀진 이탈리아식 핫 초콜릿도 일
품. 본점인 칼튼 외에도 스완스톤 스트리트와 플린더스 레인
에 체인점이 있다.

✽카페 베스트 3
브라더 바바 부단 Brother Baba Budan
세계적으로 첫번째 커피 밀수입자 이름을 딴 까페로 멜버니
언들의 사랑을 첫손에 받는 곳. 특히 멜버른의 유명 커피 수
입업자인 마크 던돈이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의자를 천장에 걸어놓은 특이한 인테리어도 화제다.
359 Little Bourke Street
T 03 9606 0449 www.brotherbababudan.com.au
L

디그레이브스 에스프레소 바 Degraves Espresso Bar
멜버른에서 가장 소문난 골목에 위치한 소문난 커피 전문점.
이 집 커피를 마시기 위해 길게 줄이 늘어설 정도다. 간단한
아침, 점심 식사도 가능하다. 신선한 머핀, 파니니, 홈메이드
디저트, 스프까지 모두 인기 메뉴.
L

23-25 Degraves St T 03 965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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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H

380 Lygon St, Carlton
www.brunetti.com.au

맥주 문화
빅토리아주에는 다양한 현지 브랜드의 맥주가 있다. 현지에
서 가장 인기 있는 맥주는 멜버른 비터(Melbourne Bitter)와
칼톤 드래프트(Calton Draught), 빅토리아 비터(VB :
Victoria Bitter)이며 다음으로 쿠퍼스(Coopers)나 캐스케
이드(Cascade), 보그스(Bogs)도 인기가 좋다. 좀 더 진하
고 쓴 맛의 에일 맥주나 스타우트 맥주를 좋아한다면 문샤인
(Moonshine)이나 야라 밸리 골드(Yarra Valley Gold)를 추
천한다.

✽ 주류 구입은 보틀 숍에서
멜버른에서 주류 판매는 보틀 숍(Bottle shop)에서 하고 있
으며 보틀 숍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 검사를 할 수 있으니 항
상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보틀 숍에는 빅토리아 주의 맥주
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맥주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평소에 맥
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종류별로 한 병씩 사다 놓고 맛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 펍에서 맥주 주문하기
멜버른의 펍(Pub)은 공연과 라이브 음악과 어우러져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금요일 밤부터 주말까지 멜버른의 펍
에는 한 손에 맥주를 든 열정적인 사람들로 넘쳐난다. 새로
운 친구를 만나고 주말의 여가를 즐기는 펍은 멜버른 라이프
에서 빠질 수 없는 즐길 거리.
펍에서 판매하는 생맥주는 285ml의 포트(pot), 210ml의 유리
잔(glass), 포트의 두 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파인트(pint)로
구분되어 주문을 할 때,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 병
맥주 역시 스터비스(375ml)와 롱넥(750ml)으로 구분하여 주
문할 수 있다.

와인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제3세계 와인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 중 하
나가 바로 ‘호주 와인’. 1791년 드디어 첫 호주의 와인이 탄생
하게 된다. 즉, 호주 와인의 가장 오래된 빈티지는 1791년으
로 역사는 짧지만 좋은 품질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 호주 와인 쉽게 고르기
첫째, 와인 등급 확인하기
프랑스 와인이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
가 복잡한 등급의 체계 때문. 호주 와인은 크게 세 등급으로
만 분류되기 때문에 와인 고르기가 한결 수월하다.
1. Generic Wine : 여러 종류의 포도를 섞어 만든 것으로 일
반적인, 일상 소비용 저가 테이블와인. 포도의 품종이나 생
산지, 빈티지 등은 표시하지 않는다.
2. Varietal Wine : ‘다양한, 변화한’이란 뜻으로 주로 수출용
와인을 말한다. 쉬라즈. 카바네 소비뇽, 샤도네 등 단일 품종
의 포도로 만든 고급 와인(한 종류의 포도를 85%이상 사용
하면 품종을 라벨에 표시할 수 있다).
3. Varietal Blend Wine : 두 종류 이상의 와인을 섞어서 만
든 것으로 더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포도의 품종이 표시된다.

둘째, 쉬라즈(Shiraz)로 고르기
호주에서 생산되는 쉬라즈 품종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품질이 우수하다. 때문에 어떤 와인을 고를 지 결정하
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쉬라즈(Shiraz)’를 고르기를 추천한
다.

셋째, 브랜드 확인하기
대기업의 유명 와인 브랜드를 고르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
유명 브랜드라고 해서 다 맛이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맛으로 무난하게 고를 수 있기 때문. 대표적인 예
가 유수한 와이너리 여러 개를 소유한 Foster’s Wine. 계열
사의 와이너리로는 Wolf Blass, Penfolds, Peter Lehmann,
Rosemoun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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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김한송의 달콤한 멜버른 베스트 5

유학생 유지영의 시크릿 멜버른 베스트 4

멜버른의 길거리 음식에 빠지다

멜버른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서

수많은 나라에서 온 이민문화가 어울린 도시답게 멜버른의 먹거리 또한 다채롭고 다국적이다.
정식 코스 요리에서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먹거리 문화 또한 이들의 삶을 대변해준다. 본문에
소개된 정찬 레스토랑도 좋지만 여행자에게 최고의 먹거리는 바로 길거리 음식이다.

멜버른이야 말로 찾아도 찾아도 끊임없이 샘솟는 새로운 매력들로 가득한 보물 창고같은 도시.
골목 골목 숨어있는 숍, 갤러리, 카페, 바, 클럽 등은 언제든 새로운 멜버른을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섹션 8

멜버른 하늘을 고공 비행중인 ‘마끼’
멜버른에서는 ‘마끼’가 인기 급상승 중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우메(UME)에는 다양한 종류의 마끼들로 가득하다. 개당 가
격이 불과 $2 이기 때문에 멜버른 길거리 음식 중에서 대표
주자로 꼽을 만하다.
O
L

8.00am∼6.00pm P 마끼 1개당 $2
383-385 Little Bourke St. T 03 9670 0308

타는 목마름과 피로를 풀어주는 ‘생과일 쥬스’
가게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생과일들이 전시되어 있
으며 마음에 드는 과일을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갈아서
음료를 만들어 준다. 음료 이외에도 간단한 스낵류와 샌드위
치가 준비되어 있다.
O
L

7.00am∼6.00pm P 쥬스 $5부터
213 Elizabeth St. T 03 9670 3568

한 시간 빠른 시작 ‘베이글과 커피 한 잔’
분주한 멜버니언들이 거리 카페에서 커피와 스넥 등으로 아
침을 간단히 해결하는 모습은 이국적이다. 멜버른에는 이렇
게 간단한 아침 메뉴로 유명한 거리 카페들이 많다. 아침 7시
부터 문을 여는 ‘MILANO on queen’은 많은 사람들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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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즐기는 곳이다. 샌드위치와 베이글, 머핀과 쿠키 그리
고 다양한 종류의 커피까지 제공한다.
7.00am∼4.00pm P 아침식사 평균 비용 약 $5
L 215 Queen St. T 03 9670 2157

O

오후 피로를 해결해주는 간식 ‘츄러스’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츄러스는 멜버른에서도 빼놓
을 수 없는 길거리 음식이다. 입맛에 따라 여러 토핑을 올
려 먹기도 하며 초콜릿이나 크림을 듬뿍 찍어 먹기도 한다.
페더레이션 광장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한 ‘초코 츄로(Choco
Churro)’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츄러스를 판매하고 있다.
7.00∼ 한밤중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 폐장시간까지)
P $4부터 L 페더레이션 광장 맞은편, 플린더스 역

O

오리지널 벨기에 ‘와플(Waffle)’ 착륙
디그레이브스 스트리트 입구에 위치한 ‘와플 온(Waffle on)’
은 정통 벨기에식 와플을 구워내는 곳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
격으로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이다. 여러 종류의 토핑
이 준비되어 있으며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구워낸다.
O
L

7.00am~6.00pm (일요일 휴무) P $4부터
Shop 9 Devraves St. T 0401 408 168

모비다

인디 문화의 아지트 라운지 Lounge

한낮의 여유 저널카페 The Journal Cafe

‘라운지’의 매력은 카멜레온 같은 ‘변신’에 있다. 클럽부터 카
페, 갤러리, 런웨이, 기그(gig) 공연장 등 정체불명의 문화공
간으로 시시각각 변신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렴한
음식 가격, 시티의 중심 스완스톤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이
점, 예사롭지 않은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매력이 차고
넘친다. 매주 금요일 밤 클럽 무료 입장.

시티 라이브러리(City Library) 옆 저널 카페는 삼청동의 북
카페와 같은 곳이다. 이곳의 옛스런 서가는 수 십 권의 책을
품고, 큼직한 테이블은 낯선 이와의 교감을 자아낸다.
저널 카페의 새콤달콤한 브루스케타(Bruschetta)와 롱 블랙
한 잔은 제법 잘 어울리는 점심 메뉴.

snacks & entrees $6~16.5, main $15~20.5
L 243 Swanston Street
T 03 9663 2916 www.lounge.com.au

P

아침식사 $4~10, 스프 $8.50, 브루스케타 & 롤빵 $5.50~8.50
월-금 7.00am~9.00pm, 토-일 7.00am~6.00pm
L 253 Flinders Lane T 03 9652 0611 journalcafe.com.au

P

O

미식가를 사로잡은 모비다 Movida
주차장의 섹시한 변신 섹션 8 Section 8
이곳의 자그마한 컨테이너 바에는 각종 로컬 비어부터 세계
각국의 병맥주, 와인, 칵테일, 소프트드링크, 커피, 심지어
슬로푸드까지 없는 게 없다.
낮에는 이곳에 들러 그래피티 감상하기 좋고, 늦은 밤엔 가
볍게 병맥주 마시기에 적당하다. 멜버른의 흥겨운 밤 문화를
만끽하고 싶은 이들에겐 ‘강추’. 버려진 주차장을 섹시한 클
럽으로 바꾼 멜버른 젊은이들의 ‘발상의 전환’을 체험한다.
L
T

27 Tattersalls Lane (시티 차이나타운 내)
0408 971 044 section8.com.au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미사 거리’로 통하는 골목에는 숨
겨진 맛 집 모비다(Movida)가 있다. 2007년 디 에이지(The
Age)가 선정한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미식가들의 찬사를 받
으며 성업 중인 곳이다. 주방장의 맛깔 나는 스페인 요리는
그 맛에 비해 가격도 적당한 편이다(타파 당 $5~25).
이 집의 추천 요리는 그날그날 가장 신선한 재료로 입이 떡
벌어질만한 예술작품을 내온다. 스페인 요리는 마늘과 고추
를 많이 써서 얼큰한 맛이 나 한국인의 입맛에도 딱 맞는다.
L
T

1 Hosier Lane (플린더스 St와 러셀 St 코너)
03 9663 3038 movida.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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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그림’이 되다
멜버른은 카메라를 들이대는 어느 곳이건 ‘그림’을 연출하는 도시다. 유럽의 낭만과 현대적인
세련됨이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발산하는 곳. 게다가 멜버른 주변의 자연들도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으니 사진에 관심있는 여행자라면 이곳 ‘멜버른’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플린더스 스트리트 스테이션
디그레이브스 스트리트

야라강의 야경

페더레이션 광장

 자연이 빚은 걸작 그레이트 오션 로드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자연과 인간이 만든 걸작으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세계 10대 명소’ 중 하나다. 어디든 카메
라만 들이대어도 작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그렇지만 가
장 기본적인 12사도 바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
야 말로 명소 중의 명소다. 언제든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저녁 무렵 일몰 시간이 최고.

멜버른 박물관

 귀여운 펭귄과 야생 생태 탐험을 위한
필립 아일랜드
필립 아일랜드는 사람보다 동물이 우선인 섬. 야생의 생태계
를 그대로를 보존하기 때문에 관광객은 그저 동물의 땅에 잠
시 들린 객이다. 야생 동물을 담기에 좋은 곳이지만 섬 전체
를 연결하고 있는 멋진 길들도 놓치지 말 것. 특히 일몰 무렵
의 필립 아일랜드는 어떤 곳이든 장관을 연출할 것이다.

 동화 속 동심의 세계로 단데농 퍼핑 빌리

 서퍼들의 천국 멜버른의 아름다운 해변들

단데농의 퍼핑 빌리 (Dandenong Ranges Puffing Billy) 증기
기관차는 그 모습만으로도 매우 포토제닉하다. 좁은 협궤 열
차의 난간에 걸터앉아 사람들이 발을 차창 밖으로 쭉 빼놓고
는 느릿느릿 달리는 기차와 함께 호주의 원시림을 함께 담는
것이 이곳의 포인트이다.

필립 아일랜드의 Beach Newhaven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
는 서퍼의 모습. 서핑을 소재로 한 영화 ‘폭풍속으로’를 멜버
른에서 촬영한 것은 알고 있는지? 서핑에 이상적인 멜버른
의 바다에선 어디서든 서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서퍼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그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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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거리

 19세기 개척 시대로의 여행 소버린 힐

 멜버른의 아이콘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

발라랏의 소버린 힐은 19세기 당시 금광 마을을 재연한 곳인
데 그 자연스러운 재현 때문인지 어디서든 카메라를 들어 대
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간 모습을 담을 수
있어 매우 흥미로운 곳이다.

르네상스 양식의 이 건축물은 멜버른의 분위기를 고전적으
로 만드는 데 일조한 일등공신이다. 또한 이곳은 1854년 호
주 최초의 기차가 증기를 뿜으며 출발한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도 훌륭한 피사체의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올드 트램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함께
촬영하는 것이 베스트 샷을 남기는 노하우.

 멜버른의 라이프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디그레이브스 스트리트
멜버른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Laneway라고 불리는 뒷골목을 반드시 다녀봐야 한다. 디그
레이브스 스트리트는 멜버른의 카페 문화의 메카로 이곳의
에스프레소 바들은 특히 의자를 옛 극장의 의자와 벤치를 재
활용 한 것이 특색이다. 분위기는 물론 그 거리의 사람들마
저도 좋은 사진의 모델이 되어주는 곳.

 멜버른 여행의 중심 페더레이션 광장
멜버른의 현대를 상징하는 이 건축물은 모든 것이 혼합된 종
합 예술 공간이다. 특히 이 광장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담는다면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옆으로 돌아가 건물 자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담는 것도 의
미있는 사진을 남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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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멜버른_스페셜 Tip

그레이트
브라이튼 오션
비치 로드

멜버른 센트럴

브라이튼 비치

유레카 전망대

아트센터 일요시장

세인트 킬다 일요시장

아트센터 일요시장

DFO

멜버른의 특별한 쇼핑 선데이 마켓
Sunday Market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미사 거리

 야라강에서 멜버른 시티 야경 바라보기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촬영지로서 한국인들에게 더
욱 유명한 이 거리는 멜버른 그래피티의 중심 골목이기도 하
다. 특히 카페 모비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은 멜버른을 대표
하는 이미지 중의 하나. 어느 곳을 찍어도 그림이 된다. 단,
낮에도 좋지만 해질 녁의 이 골목은 조명과 어스름한 자연광
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매직’을 연출한다.

해가 저무는 매직 아워가 되면 야라강과 멜버른 시티가 한
눈에 들어오는 퀸스 브리지(Queens Bridge)로 가보자. 이곳
이 바로 멜버른 시티의 야경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포토 포
인트이다. 반대로 사우스 뱅크와 크라운 엔터테인먼트 콤
플렉스 쪽을 담으려면 페더레이션 광장쪽인 프린스 브리지
(Princes Bridge)가 좋다.

 세상에서 가장 포토제닉한 해변
브라이튼 비치

그밖의 명소들

사실, 사진에 관심이 있는 여행객이 아니라면 세인트 킬다에
서도 꽤 떨어져 있는 이 해변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브
라이튼 비치가 사진가에게 특별한 이유는 내셔널 지오그래
픽 ‘훌륭한 사진을 찍는 비결’ 등과 같은 사진 관련 실용서에
이 브라이튼 비치의 뷰티풀 하우스(Beautiful House)가 빠지
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 특히 회화적인 요소 중 컬러를 설명
하는 예제 사진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

 그림같은 노을 세인트 킬다 부두
해질녘의 세인트 킬다는 붉은빛으로 물든 바다와 정물처럼
걸려 있는 세인트 킬다 부두의 모습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
림처럼 아름답다. 부두 끝까지 걸어가면 조그만 카페가 있는
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멜버른의 야경 역시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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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의 핫 플레이스로 꼽히는 ‘유레카 전망대’는 전망도
일품이지만 내부 풍경과 전망을 함께 어우러지게 사진 찍는
것이 포인트. 현대적인 건물로 ‘멜버른 센트럴’을 빼놓을 수
없다. 과거 멜버른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 형태인 쿱스 쇼트
타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적으로 바꾼 인테리어와 내
부 풍경을 함께 담는 것이 관건이다. 빌리 엘리엇 등 최고의
공연이 열리는 허 마제스티 극장은 어떤가? 공연 시작 전 공
연을 관람하러 온 멜버른 시민들로 극장 주변이 활기차다.
컬러풀한 매력을 담고 있는 ‘멜버른 박물관’과 ‘퀸 빅토리아
마켓’의 활기찬 시장 풍경도 놓치지 말 것.

멜버른에서 주말을 보내게 된다면 선데이 마켓을 놓치지 말
것. 화장품, 의류, 실내 장식, 액세서리, 패션 소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갖가지 수공예품과 예술작품들이 전시되고 판매된
다. 대부분의 숍이 사진 촬영을 엄금할 정도로 자신있게 만
들어 내놓는 제품들은 품질이 뛰어나고 독특하다.

✽아트 센터 일요 시장(The Arts Centre Sunday Market)
은 아트 센터 주변에서 시작하여 야라강 주변까지 노점상이
빼곡이 들어서는 멜버른 일요 시장을 대표하는 명물. 가장
규모가 크다. O 매주 일요일 10.00am ~ 4.00pm

✽세인트 킬다 일요 시장(St Kilda Art & Craft Market)은
세인트 킬다 바다 위쪽의 에스플러네이드 거리에 선다. 매주
일요일이면 약 200여 개의 노점상이 들어선다. 물품은 빅토
리아 아트 센터의 것과 큰 차이 없으며 양쪽에 숍을 운영하
는 이들도 많다. www.stkildaesplanademarket.com.au
O

매주 일요일 10.00am~4.00pm(5~9월) 10.00~5.00pm(10~4월)

✽캠버웰 일요 시장(Camberwell Sunday Market)은 멜버
른 일요 시장의 지존 격이다. 매주 일요일 시티 동쪽의 캠버
웰 타운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으로 중고물품이 주를 이룬다.
300여 개 셀러가 참여할 정도로 시장 규모도 크며 없는 거
없이 다 있어 골동품수집가들도 좋아하는 시장이다. 벨그레
이브나 릴리데일행 기차를 타고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O

멜버른의 저렴한 쇼핑 아웃렛
멜버른에서 합리적인 쇼핑을 원한다면 아웃렛을 기억할
것. 멜버른의 아웃렛 쇼핑몰은 주로 다운타운 외곽에 다양
하게 위치하고 있다. 종합 아웃렛 몰도 있고 브랜드 팩토
리 등도 있다. 종합 아웃렛 몰로 대표적인 곳은 CBD 스펜서
St.의 DFO와 도크랜드의 하버타운(p60 참고)을 꼽을 수 있
다. 또 리치몬드 브릿지 St.(p58 참고)나 피츠로이의 스미스
St.(p44 참고)에는 브랜드 아웃렛 숍이나 팩토리 등이 위치
하고 있다.

✽DFO Direct Factory Outlet
빅토리아 주에는 DFO 아울렛이 3개 지점이 있다. DFO 에
센, 무 라빈, 사우스워프. 호주에서 인기있는 대표 브랜드들
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류과 신발, 패션소품 등을 비
롯해 인테리어 브랜드 등 120여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
해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Cotton On, Country Road, Diana Ferrari, Guess, Industrie,
Jacqui E, Just Jeans, Portmans, Pure Zone, R.M.Williams,
Sheridan, Witchery 등. 최고 90%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상
품도 있으며 20~30%의 할인율은 기본이다.
O

매일 10.00am~6.00pm L 201 Spencer St.
www.dfo.com.au

매주 일요일 7.00am ~ 1.00pm Sundaymarket.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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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추천 여행 일정

친구와 함께 하는 멜버른 싱글 여행 6일
멜버른은 친구와 함께 여행하기에도 좋다. 세련된
도시는 골목 골목 누비며 저마다 좋아하는 보물
찾기에 손색이 없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취향에 따라
골라 즐길 수 있다. 다국적 문화가 바탕이 된 맛있는
먹거리와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은 또 어떤가? 도시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멜버른 시내에서만
일주일 이상 머물더라도 길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보다 효율적으로 멜버른과 호주 빅토리아주를 여행할 수 있는 일정을 소개한다.
다양한 주제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다르게 여행할 수 있도록 대표 일정으로 구성했다.
여행 초보자도 이 일정을 따라 동선을 그리면 보다 알차게 멜버른을 즐길 수 있다.

멜버른 하이라이트 6일

멜버른 대자연으로의 여행 7일

멜버른의 핵심 지역과 명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방법. 멜버른을 처음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짧은 일정이라도 가장 핵심적인 곳을 돌아볼 수 있다.

세계적인 해변 드라이브 코스인 그레이트 오션 로드와
함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그램피언스 국립공원
등 멜버른 대자연의 매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일정.

1일

기내 1박 l 멜버른으로 출발

1일

기내 1박 l 멜버른으로 출발

2일

멜버른 1박 l 멜버른 도착 후 멜버른 시내 주요 명소 관광
✽멜버른 CBD와 사우스 뱅크, 브런즈윅 스트리트 		
(p104의 하루 동안 멜버른 효과적으로 돌아보는 일정 참고)

2일

멜버른 1박 l 멜버른 도착 후 단데농으로 이동
오전 퍼핑 빌리 증기기관차 탑승 여행
오후 필립 아일랜드로 이동, 펭귄 퍼레이드 관람

3일

멜버른 1박 l 그레이트 오션 로드 일일 투어

3일

4일

멜버른 1박 l 퍼핑 빌리 증기기관차 탑승과 야라 밸리
일일 투어→ 멜버른 시내 투어

와남불 1박 l 그레이트 오션 로드 일일 투어
고래의 도시 와남불로 이동해 숙박

4일

그램피언스 국립공원 1박 l 그램피언스 국립공원 여행
✽그램피언스 국립공원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때문에
이곳을 처음 발견한 백인 탐험가가 넋을 잃고 말았다고
한다. 암벽과 폭포, 풍성한 신록과 야생화 등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에게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산책로를 따라 거닐다 보면 캥거루나 에뮤 등의 야생동물과
마주칠지도 모른다. 그램피언스에서 가장 멋진 장관을 보길
원한다면 보로카 전망대나 발코니로 가보자.
와남불에서 그램피언스 국립공원까지 약 2시간 소요.

5일

6일

멜버른 1박 l 소버린 힐과 발라랏 야생 동물 공원
일일 투어 → 멜버른 시내 투어
멜버른 공항 출발

S w an s t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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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멜버른 1박 l 멜버른으로 돌아온 후 시내 여행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과 페더레이션 광장을 중심으로
멜버른 CBD와 사우스 뱅크 도보 여행. 주요 관광지와
뒷골목 및 야경 투어까지 잊지말 것.

6일

멜버른 1박 l 멜버른 시내 여행
✽퀸 빅토리아 마켓 여행 후 피츠로이, 프라한, 도크랜드 등
멜버른 CBD 외곽 지역 돌아보기.

7일

멜버른 공항 출발

1일

기내 1박 l 멜버른으로 출발

2일

멜버른 1박 l 멜버른 시내 여행
멜버른 CBD 중심의 스트리트 & 골목 여행
브런즈윅, 라이곤, 도크랜드 등의 북서쪽 지역 여행

3일

멜버른 1박 l 그레이트 오션 로드 여행

4일

멜버른 1박 l 퍼핑 빌리 증기기관차로 떠나는 단데농 및
야라밸리 와이너리 여행
선택 1. 필립 아일랜드 투어
선택 2. 소버린 힐 & 발라랏 투어

5일

멜버른 1박 l 멜버른 시내 여행
선택 1. 야라강 남쪽 프라한, 세인트 킬다 등 돌아보기
선택 2. 멜버른시내 아케이드와 골목길을 따라 도보 여행

6일

멜버른 공항 출발

낭만적인 커플 여행 6일
유럽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멜버른은 도시
여행을 좋아하는 커플들을 위한 여행지로도 제격
이다. 멜버른 시내에서는 다리가 아프도록 골목 사이를
걸어다니며 이색적인 도시 문화에 흠뻑 빠져도 좋고
멜버른 밖으로는 웅장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어 좋다. 마차나 벌룬을 타고 도시를 돌아보거나
헬기를 타고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돌아보는 등 커플
여행만의 고급스러움을 한껏 가미할 수도 있다.

아이와 함께 하는 멜버른 가족 여행 6일
멜버른은 세련된 도시 문화와 야생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자연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여행지다.
시내에선 무료 트램이나 투어리스트 버스 등을 이용해
돌아다니기 편리하고 대부분의 교외 여행지도 멜버른
시내에서 1시간 내외로 이동 가능하여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기에 좋다. 소버린 힐과 퍼핑 빌리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추억을, 필립 아일랜드에서는 야생 그대로의
동물들과 어울리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1일

기내 1박 l 멜버른으로 출발

2일

3일	멜버른 1박 l 퍼핑 빌리 증기기관차로 떠나는 단데농 우림 여행
✽오후 멜버른 시내 귀환 후 시내 자유 여행 (멜버른 CBD의
주요 명소, 멜버른 동물원 등 방문)

멜버른 1박 l 멜버른 도착 후 멜버른 시내 여행
(P104의 효율적인 멜버른 시내 여행 코스 소개 참조)
- 이른 저녁 식사 후, 뮤지컬 한 편 감상
✽선택 : 마차 투어(Horse Drawn Carriage)를 이용해
중세풍의 마차를 타고 시내 관광

3일

와남불 1박 l 그레이트 오션 로드 관광 (헬기 투어 포함)

4일

멜버른 1박 l 필립 아일랜드 여행

4일

5일

자유 일정
선택 1. 그레이트 오션 로드 투어
선택 2. 모닝톤 페닌슐라 투어
선택 3. 멜
 버른의 유명한 아케이드와 골목길을 따라
도보 여행

멜버른 1박 l 자유일정
선택 1. 단데농 퍼핑 빌리와 야라 밸리 투어		
선택 2. 호주 스파의 중심지 데일리스포드와 헵번 투어

5일

멜버른 시내 여행
선택 1. 이
 른 아침 열기구 투어
선택 2. 트램카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유레카 타워와 멜버른 아케이드 & 뒷골목 투어는 필수.

6일

멜버른 공항 출발

1일

기내 1박 l 멜버른으로 출발

2일	멜버른 1박 l 멜버른 도착 후 발라랏으로 이동
소버린 힐과 발라랏 야생 동물 공원 방문

6일

멜버른 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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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ours in Melbourne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보는 멜버른 1일 투어
3:00pm

단 하루만 멜버른을 돌아볼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래 코스대로 따라 다니며 여행해보자.
조금 벅차긴 하지만 부지런히 다닌다면 멜버른을 효율적으로 가장 잘 돌아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반대로 한 두 코스를 생략한다면 멜버른의 여행은 더욱 여유로워질 것이다.

해변에서의 커피 한 잔

스완스톤 스트리트에서 세인트 킬다(p60) 행 트램 16번에
올라보자. 시티에서 20분 만에 해변에 도착! 작열하는 태양
아래 일광욕을 즐기거나 노천카페에 앉아 라떼 한 잔에 조각
케익을 맛보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7:00pm
8:30am 브런즈윅(Brunswick)에서 아침을!
보헤미안의 자유가 흐르는 브런즈윅(본문 p36)에서 멜버른
의 하루를 시작한다. 브런즈윅은 브런치로도 유명한 거리.
1986년 문을 연 마리오스 카페(Marios’ Cafe. 303번지)를 비
롯해 각 까페나 바에서 다양한 브런치 메뉴를 선보이고 있
다. 슬슬 걸어다니며 거리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으로
들어가 아침식사를 즐긴다.

10:00am

출근 길, 멜버른 거리의 중심에서

브런즈윅에서 112번 트램을 타고 스완스톤 스트리트
(Swanston St.)와 콜린스 스트리트(Collins St.) 코너로 이동!
출근하는 맨인블랙들 틈에서 지역 신문인 디 에이지(The
Age)를 사들고, 페더레이션 광장(p10)으로 향한다(도보로 5
분). 멜버른 시민문화의 아이콘인 이곳에선 아무데나 걸터앉
아 신문을 읽고, 광장에 있는 SBS 방송국의 모던한 건축 디
자인과 맞은편에 있는 고풍스런 플린더스 역에 카메라 포커
스를 맞춰 본다. 꼼꼼한 배낭족이라면 멜버른 비지터 센터
(p11)에 들러 보는 것도 좋다. 여유가 되면 광장에서 야라강
건너편에 위치한 NGV 국립미술관(p14)에도 가보자.

11:00am 야라 강 자전거 산책
아침 햇살을 맞으며 조깅하는 멜버니언들 사이로 야라 강변
(p50)을 산책해본다. 자전거 대여는 페더레이션 광장과 야
라 강 사이에 위치한 ‘렌타 바이크(Rent a Bike)’에서 한다.
자전거 1일 대여비는 $35이며, 헬멧과 자물쇠도 제공한다.

12:00noon 카페 거리에서의 행복한 고민
출출해질 무렵, 카페 거리로 유명한 디그레이브스 St이나 센
터 웨이(p26)를 돌아다니며 원하는 대로 골라 먹는다.

다문화 도시 멜버른의 매력 탐구

5:00pm

다문화가 살아 숨쉬는 멜버른의 매력을 찾아 나설 차례다.
아시안 먹거리가 가득한 차이나타운(p25), 지중해 내음이
물씬 풍기는 론즈데일 스트리트(p29) 탐험에 나서보자.

나를 위한 선물 럭셔리 만찬

아무리 허름한 백패커일지라도 ‘미식의 도시’ 멜버른에 왔다
면, 한 끼 정도는 화려한 만찬을 즐겨보도록 한다. 나만을 위
한 정찬은 어떤가? 3000여 곳의 레스토랑과 75종의 다민족
음식을 자랑하는 멜버른에서, 저녁 메뉴를 고르는 행복한 고
민에 빠져 보는 것도 오늘 일정의 하이라이트! 추천 레스토
랑은 이 책의 본문 내용을 참고할 것. 본인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곳을 골라보는 것이 정답일 듯.

8:30pm

라이곤 스트리트 디저트 파티

멜버른에서는 디저트도 예술이다. 이탈리안 거리인 라이곤
스트리트(p40)의 브루네티와 코코블랙에서는 입이 떡 벌어
질만한 디저트와 달콤한 초콜릿을 낸다.

10:00pm

멜버른의 클럽 체험

멜버른 시티에는 유쾌하게 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숨겨진
공간이 많다. 멋스럽게 낡은 벽을 타고 이어진 브런즈윅의
히피 풍 클럽부터, 재즈가 흐르는 칼튼의 펍, 채플 스트리트
의 근사한 바에 이르기까지. 잠 못 이루는 멜버른의 밤은 계
속된다. 술 한잔에 일반적으로 $5~15.

11:30pm

토요일 밤의 열기

클럽에서 만족 못하는 이들에겐 댄스 스테이지가 갖춰
진 앨럼브라(Alumbra, Shed 9, Central Pier, 161 Harbour,
Esplanade, Docklands)를 추천한다. 80년대 디스코부터 하
우스, 테크노에 이르기까지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기며, 멜
버른의 다이나믹 나이트라이프를 마음껏 즐겨보자.
택시를 타고 시티에서 벗어나 멜버른의 20대가 사랑하는 사
우스 야라나 프라한의 나이트클럽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
법! 아니면 크라운 카지노(p50)에서 배팅을 해보는 것은 어
떤가? 단, 카지노에선 적당히 빠질 것.

1:30pm 쇼핑을 위한 방황
나른한 오후, 쇼핑에 나서 본다. 골목마다 옷 가게가 늘
어 선 멜버른에서는 정해진 루트 없이 길거리를 헤매는 것
도 좋은 방법! QV(p15), 버크 몰(p24), 멜버른 센트럴(p21),
DFO(p101), GPO(p24) 등 대형 쇼핑몰은 주로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오후 5시 30분에 닫는다. (단, 목요일과 금요일엔
밤 9시까지 문을 여는 상점도 많다.) 로얄 & 블록 아케이드
(p23)를 뒤져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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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eck it 추천 클럽
Cookie (252 Swanston St. 새벽 3시까지 운영)
Seven (52 Albert Road)
F Four (2nd fl, 378 Little Collins St.)
Ding Dong Lounge (18 Market Lane)
Spanish Club (57-61 Jonston St, Fitz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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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UIN PARADE

호주 최고의 에코 여행지 필립 아일랜드
펭귄 퍼레이드, 코알라 보호센터, 처칠 아일랜드를
3PARKS PASS 하나로 할인가에 관람
“와일드 오션 에코보트투어도 새로 생겼어요”

KOALA CONSERVATION CENTRE

CHURCHILL ISLAND

NEW Wild Ocean ECOBOAT TOURS

예약 및 투어 문의

penguins.org.au  marketing@penguins.org.
au +61 3 5951 2800

멜버른 주요 호텔 목록
에덴 온 더 파크 Eden On The Park
멜버른에는 다양한 등급의 호텔과 배낭여행자들을 위한 저렴한 숙소까지 고루 갖춰져 있다.

★★★★★ 호텔

크라운 타워 Crown Towers
8
 Whiteman Street, Southbank
T +613 9292 6868
www.crowntowers.com.au
L

그랜드 하얏트 멜버른
Grand Hyatt Melbourne
L 123 Collins Street, Melbourne
T +613 9657 1234
www.melbourne.grand.hyatt.com

인터콘티넨탈 멜버른 더 리알토
Intercontinental Melbourne
The Rialto
L 4
 95 Collins Street Melbourne
T +613 8627 1400
www.intercontinental.com

랭햄 호텔 멜버른

Langham Hotel Melbourne
L O
 ne Southgate Avenue, Southbank
T +613 8696 8888
www.langhamhotels.com

멜버른 메리어트 호텔

Melbourne Marriott Hotel
L C
 orner Exhibition & Lonsdale Streets,
Melbourne
T +613 9662 3900
www.marriott.com.au

파크 하얏트 멜버른

Park Hyatt Melbourne
L I Parliament Square, Off Parliament
Place, Melbourne
T +613 9224 1234
www.melbourne.park.hyatt.com

소피텔 멜버른 Sofitel Melbourne
2 5 Collins Street, Melbourne
T +613 9653 0000
www.sofitelmelbourne.com.au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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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포드 프라자 멜버른

Stamford Plaza Melbourne
L 111 Little Collins St, Melbourne
T +613 9659 1000
www.stamford.com.au

더 웨스틴 멜버른

The Westin Melbourne
L 2
 05 Collins Street, Melbourne
T +613 9635 2222
www.westin.com/melbourne

더 윈저 호텔 The Winsor Hotel
103 Spring Street, Melbourne
T +613 9633 6002
www.thewindsor.com.au
L

★★★★☆ 호텔

더블 트리 바이 힐튼

Double Tree by Hilton Hotel
L 2
 70 Flinders Street, Melbourne
T +613 9654 6888

크라운 메트로폴 Crown Metropol
8
 Whiteman Street, Southbank,
+613 9292 8888
www.crownmetropolmelbourne.com.au
L

T

크라운 프롬나드 호텔

Crown Promenade Hotel
L 8
 Whiteman Street, Southbank
T +613 9292 6688
www.crownpromenade.com.au

그랜드 머큐어 호텔 온 스완스톤

Grand Mercure Hotel On Swanston
L 195 Swanston Street, Melbourne
T +613 9663 4711
www.theswanstonhotel.com.au

만트라 온 리틀 버크

Mantra On Little Bourke
L 4
 71 Little Bourke Street, Melbourne
T +613 9607 3000
www.mantra.com.au

랑데부 호텔 멜버른

Rendezvous Hotel Melbourne
L 3
 28 Flinders Street, Melbourne
T +613 9250 1888
www.rendezvoushotels.com

리지스 멜버른 Rydges Melbourne
186 Exhibition St. Melbourne
+613 9662 0511
www.rydges.com
L

T

풀만 앤 머큐어 세벨 알버트 파크
Pullman Albert park
L 6
 5 Queen’s Road, Melbourne
T +613 9529 4300
www.pullmanalbertpark.com.au

세인트 킬다 로드 파크뷰

st. Kilda Road Parkview Hotel
L 5
 62 St Kilda Road, Melbourne
T +613 9529 8888
www.viewhotels.com.au
★★★★ 호텔

베이 뷰 온 더 파크
Bay View On the Park
L 5
 2 Queen’s Road, Melbourne
T +613 9529 4300
www.bayviewonthepark.com.au

시타다인 온 버크 스트리트

Citadine on Bourke Street
L 131-135 Bourke St, Melbourne
T +613 9039 8888
www.citadines.com.au

6
 Queens Road, Melbourne
T +613 9250 2222
www.edenonthepark.com.au
L

퀄리티 호텔 베트맨즈 힐 온 콜린스

Quality Hotel Batman’S Hill On Collins
L 6
 23 Collins Street, Melbourne
T 613 9614 6344
www.batmanshill.com.au

바이브 사보이 호텔 멜버른

Vibe Savoy Hotel Melbourne
L 6
 30 Little Collins Street, Melbourne
T +613 9622 8888
www.vibehotels.com.au
★★★☆호텔

코즈웨이 인 온 더 몰

Causeway Inn On The Mall
L 3
 27 Bourke Street Mall, Melbourne
T +613 9650 0688
www.causeway.com.au

제스퍼 호텔 Jasper Hotel

★★★호텔

호텔 이비스 리틀 버크 스트리트
Hotel Ibis-Little Bourke Street
L 6
 00 Little Bourke Street, Melbourne
T +613 9672 0000
www.ibishotels.com.au

부티크 호텔
아델피 호텔 Adelphi Hotel
187 Flinders Lane, Melbourne
+613 9650 7555
www.adelphi.com.au
L

T

머큐어 호텔 웰컴

2 6 Flinders Street, Melbourne
T +613 9668 1111
www.hotellindrum.com.au

13 Spring Street, Melbourne
T +613 9205 9999
www.mercuremelbourne.com.au

더 빅토리아 호텔

The Victoria Hotel
L 2
 15 Little Collins Street, Melbourne
T +613 9653 0441
www.victoriahotel.com.au

백팩 호스텔

하비타트 HQ Habitat HQ

Travelodge Southbank Melbourne
L C
 orner Southgate Avenue &
Riverside Quay, Southbank
T +613 8696 9600
www.travelodgehotels.com.au

Metro YHA, Melbourne
L 78 Howard St, North Melbourne
T +613 9329 8599
www.yha.com.au

333 St Kilda Rd, St Kilda
+613 9537 3777
www.habitathq.com.au
L

T

그린하우스 백패커스
Greenhouse Backpackers
L Level 6228 Flinders Lane, Melbourne
T +613 9639 6400
www.greenhouseback packers.com.au

멜버른 교외 추천 호텔
@모닝톤 페닌슐라

L

L

T +613 9039 1444
www.theblackman.com.au

트래블로지 사우스뱅크 멜버른

Hotel Ibis Melbourne
L 15-21 Therry St. Melbourne
T +613 9666 0000
www.ibishotels.com.au

호텔 린드럼 Hotel Lindrum

Mercure Melbourne Treasury
Gardens

4
 52 St.Kilda Road
(entry via Arthur Street), Melbourne

멜버른 메트로 YHA

4
 89 Elizabeth Street, Melbourne
T +613 8327 2777
www.jasperhotel.com.au

머큐어 멜버른 트래저리 가든

L

호텔 이비스 멜버른

L

Mercure Hotel Welcome
L 2
 65-281 Little Bourke St, Melbourne
T +613 9639 0555
www.mercurewelcome.com.au

더 블랙맨 The Blackman

더 프린스 호텔 The Prince Hotel
2 Acland Street St Kilda Vic 3182
+613 9536 1111
www.theprince.com.au
L

T

더 쿨렌 The Cullen
164 Commercial Rd, Prahran
+613 9098 1555
www.thecullen.com.au
L

T

더 올젠 The Olsen
6
 37-641 Chapel St, South Yarra
+613 9040 1222
www.theolsen.com.au
L

T

린덴데리 엣 레드 힐
LindenDerry at Red Hill
L 142 Arthurs Seat Rd, Red Hill
T +61 3 5989 2933
www.lancemore.com.au/lindenderry
@야라밸리

발고니 에스테이트

Balgonie Estate
L 1309

Melba HighwayYarra Glen,
Victoria
T +61 3 9730 0700
www.balgownieestate.com.au

@필립 아일랜드

실버워터 리조트
Silverwater Resort
L 17 Potters Hill Road, San Remo
T +613 5671 9300
www.silverwaterresort.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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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및 이벤트
멜버른은 축제와 이벤트의 도시. 연중 크고 작은 이벤트가 끊임없이 열린다.

5월

립 컬 프로 서핑 카니발

Rip Curl Pro Surfing Contest

1975년부터 벨스 비치에서 시작된 메이저급 세계 대회 중 하
나로 44명의 남자 서퍼들이 타이틀에 도전하며 11일 동안 대
회가 개최된다. 선스마트 여자 프로 대회도 열린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 국제 마라톤

Great Ocean Road International Marathon

론(Lorne)부터 아폴로 베이(Apollo Bay)까지 이어지는 세계
에서 가장 아름답고 험난한 마라톤 코스에서 3만 2천 호주
달러가 넘는 대회 상금을 놓고 참가자들이 경합을 벌인다.

1월

호주 오픈 테니스 선수권 대회

Australian Open Tennis Championships

세계 최고 테니스 선수들이 2주간 치열한 도전을 펼치는 호
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민적 스포츠 행사다. 2주 동안 55
만명 이상의 관중들이 찾는다.

3월

멜버른 푸드 앤 와인 축제

Melbourne Food and Wine Festival

빅토리아 주 전체 140개 이상의 먹거리 관련 행사가 열린다.

멜버른 뭄바 워터페스트

Melbourne Moomba Waterfest

원주민 말로 ‘함께 즐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뭄바 워터
페스트는 멜버른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국제
행사다. 축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거리 영화관, 트램 퍼레
이드, 파티 등이다.

로레알 멜버른 패션 페스티벌

L’Oreal Melbourne Fashion Festival

최신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축제. 호주
패션계의 공식 쇼케이스로 전세계 패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포뮬러 원 호주 그랑프리

Formula 1 TM Australian Grand Prix

멜버른 알버트 공원 호수를 따라 5.3km 트랙을 시속 300km
의 속력으로 질주하는 F1 레이싱이 4일 동안 열전을 펼친다.

멜버른 국제 코미디 축제

Melbourne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몬트리올과 에딘버러와 함께 세계 3대 코미디 축제로 꼽힌다.

4월

멜버른 국제 화훼 쇼Melbourne International
Flower and Garden Show

호주 최대의 꽃 축제로 1천여종의 꽃과 300여개의 작품이
로열 전시회 건물과 칼튼 가든에서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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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멜버른 국제 영화제

Melbourn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가장 주목받는 아시아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로 널리 알려
져 있다. 단편 영화만을 경쟁부문으로 두어 관객들에게 단편
영화의 우수성을 재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9월

멜버른 프린지 페스티벌
Melbourne Fringe Festival

멜버른 각지에서 3주 동안 펼쳐지는 페스티벌로서 독립 예
술가들의 유쾌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다. 1982년 처음 시작.

10월

호주 모터사이클 그랑프리

Australian Motorcycle Grand Prix

매년 열리는 모터사이클 그랑프리 월드 챔피언쉽의 결전지
중 한 곳이 멜버른의 필립 아일랜드이다.

멜버른 국제 예술 축제

Melbourne International Arts Festival

호주 국내외 많은 예술가들이 초대되어 연극, 음악, 오페라,
댄스, 비주얼 아트 등 많은 공연이 약 17일간 펼쳐진다.

스프링 레이싱 카니발 Spring Racing Carnival
호주 최대의 경마 축제이자 세계 경마 대회 중 가장 수준 높
은 행사이다. 멜버른 컵을 포함해 80여회의 대회가 열린다.

11월

멜버른 컵 카니발 Melbourne Cup Carnival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세계 최
대의 경마대회. 호주
국민적 축제로 관람
객들의 화려한 모자
와 의상이 행사 외 볼
거리를 준다.

멜버른 여행 기본 정보
멜버른 가는 법 콴타스호주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 일본
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을 이용해 각각 경유지를 거쳐 멜버른
까지 갈 수 있다. 호주 국내에서는 비행기로 시드니에서는 1
시간20분, 브리즈번에서는 2시간 정도 소요된다.

멜버른국제공항 Melbourne International Airport
호주에서 두번째로 바쁜 공항이지만 그리 혼잡하지 않아 이
용하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빠른 입출국 절차 시스템을
도입한 한편 다양한 숍과 까페,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
고 있다.
특히 입국 라운지에는 편안하게 멜버른 여행을 시작할 수 있
도록 각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 라운지 중앙
에 관광안내센터를 두어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도와 브로셔 등이 상시 비치되어 있으며 무료 전화를 통해
최고급 호텔부터 게스트 하우스까지 다양한 등급의 숙소와
바로 연결, 예약 가능하다. 안내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안내
도우미의 도움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O

관광안내센터 매일 5.30am~2.00am

비자 일반 관광 목적으로 입국시 항공권 구입할 때 여행사
나 항공사에 의뢰하면 전자 비자(ETA)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어학연수, 유학, 거주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별도
의 비자를 받도록 한다.

시차 여름(10~4월)엔 서머타임을 적용하여 한국보다 2시
간 빠르며 겨울철엔 1시간 빠르다.

통화 지
 폐 : $5, $10, $20, $50, $100 			
동전 : 5c, 10c, 20c, 50c, $1, $2

환율 $1 = 약 840원 (2015년 4월 기준)
신용카드 호주 빅토리아 주 전역에서는 주요 신용카드(비
자, 마스터, 아멕스, 뱅크 카드, 다이너스 클럽과 그 가맹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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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를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쇼핑 센터의 몇몇 소매점에서는
JCB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소매점이나 주말 마켓의
가판대, 일부 대중교통에서는 현금만 받기도 하니 소정의 현
금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은행 업무 시간 일반적인 멜버른의 은행 업무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
며 금요일은 오후 5시까지이다. 웨스트팩(Westpac), ANZ,
커먼웰스(Commonwealth), 내셔널(National)과 같은 주요 은
행들은 멜버른에 여러 지점을 운영하기도 한다.
상점 영업 시간 멜버른의 상점은 평균 월요일에서 목요일
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며 금요일은 밤 9
시, 토요일은 오후 6시, 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하
지만 상점이 위치한 지역의 번화한 정도에 따라 조금 더 늦게
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다.

팁 호주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기고 있다.

전화 멜버른에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경우 같은 지역
안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50c 기본 통화료만 지불하면 된
다. 장거리 전화나 국제 전화는 이용 시간에 따라 지불된다.
공중전화는 호주 동전, 특정 신용카드, 선불 공중전화 카드
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멜버른(호주 빅토리아주)로 국제전화를 하는 경우
국제전화 연결번호 + 61 + 3 +전화번호
✽멜버른(호주 빅토리아주)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하는 경우
0011 + 82 + 지역번호 + 전화번호

전기 호주에서는 220~240볼트, AC 50Hz를 사용하며 세 개
의 핀으로 된 콘센트를 사용하므로 어뎁터가 필요하다. 110볼
트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변압기가 필요하다. 어뎁터는
한국에서 멀티탭 등으로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고급 호
텔 등에서는 그냥 빌려주기도 하지만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호주 내 한국 관공서 및 관련 연락처

멜버른 여행에 관한 무료 와이파이 핫 스팟 빅토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주와 멜버른의 공공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는 와이파이를 무
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음료나 스낵을 구매한 카
페, 레스토랑, 펍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다. 무
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리스트는 페더레이션 광
장에 위치한 멜버른 비지터 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T

612 6270 4100 www.mofat.go.kr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드니: Level 13,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T

+612 9210 0200

멜버른: 926-927/1, Queens Road, Melbourne, VIC 3004
T

+613 9683 7461~4

멜버른의 주요 공휴일
1월 1일 | 설날
1월 26일 | 호주 독립일
3월 둘째 주 월요일 | 노동절
3월말 또는 4월초 | 부활절(성 금요일~부활절 월요일)
4월 25일 | 안젝 데이
6월 둘째주 월요일 | 영국 여왕 생일
11월 첫째주 화요일 | 멜버른 컵 데이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12월 26일 | 복싱 데이

멜버른 여행 필수 준비물 멜버른은 온대 기후대로 여름
(11~3월)에는 한국의 여름만큼 덥고 겨울(5~8월)은 두꺼운 외
투를 필요할 만큼 춥다. 봄, 가을은 비교적 선선해 여행하기 좋
지만 일교차가 크다. 계절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이 준비하도록
한다. 주말 밤 특정 레스토랑이나 클럽 등에 입장할 때는 옷차
림을 다소 제지받을 수 있다. 특히 남성의 반바지, 슬리퍼 차림
은 금지하는 곳이 많다. 한겨울도 낮에는 햇볕이 뜨거울 수 있
으므로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름
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선크림으로 준비한다.
선크림은 경우 현지에서 구입 가능한데 호주산 선크림은 효과
와 기능면에서 탁월하며 가격도 합리적이다.

•빅토리아 주립도서관 (p12)
•페더레이션 광장 (p11)
•멜버른 국제공항
•멜버른 비지터 센터 (p11)
•멜버른 박물관 (p14)
•국립 미술관 (p14)
•허브 도크랜드 The Hub Docklands (p46)
•퀸 빅토리아 마켓 (p42)

멜버른의 관광 안내 센터와 자료 활용하기
멜버른과 빅토리아 주는
각종 여행 정보 제공에 지
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호
주 빅토리아주관광청에
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센터
(Visitor Centre)가 페더레
이션 광장과 버크 몰 등에
위치하고 있고 여행객들이
모이는 주요 장소에 어김
없이 포진해 있다. 호텔 라
운지 등에서도 각종 자료
와 지도를 구할 수 있다. 특
히 최신 정보와 자료는 멜버른 현지에서 구하는 것이 좋다. 매달
공식 가이드북(영문)이 현지 정보센터 등에 비치된다.
또, 지도 또한 도시나 소도시 단위는 물론 소지구나 거리별로 된
세부 지도를 현지에서 구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브런즈윅, 스미스 스트리트 등이 있는 피츠로이 지역, 채플
과 투락이 있는 프라한, 브릿지 로드 등이 있는 리치몬드 등은
별도의 세부 지도가 있어 실제 여행시 무척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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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여행에 관한 유용한
웹사이트
O
O

호주빅토리아주관광청 공식 웹사이트
kr.visitmelbourne.com

O

호주빅토리아주관광청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lbourneholic

O
O

호주정부관광청 공식 웹사이트
www.australia.com

O

멜버른 홀릭 무료 가이드북
신청하는 법
1. 직접 방문 & 수령
	한국사무소 주소(서울시 중구 서소
문동 39-1 신아빌딩 6층)
2.	이메일 신청
(guidebook@melbourneholic.co.kr)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
일 신청. 3~5천원의 착불 택배 비용
이 발생한다.

멜버른 홀릭 무료 앱 다운로드
1.	멜버른 홀릭 (멜버른 여행정보) : 멜
번 홀릭 블로그에 담긴 생생한 멜번
정보와 함께 시티 워킹 맵을 손쉽게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앱. 애플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에서 <멜버른 홀릭> 검색하면 무료
로 다운로드 가능
2.	멜버른 홀릭 자유여행 가이드북 :
멜버른 홀릭 가이드북의 모바일 버
전으로 호주 멜번에 관한 알찬 관광
정보 제공. 멜번 자유여행 필수 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
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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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elbourne Holic
멜버른 홀릭(Melbourne Holic)은 호주
빅토리아주정부관광청이 제작한 호주
빅토리아주와 주도 멜버른에 대한 자
유여행 가이드북입니다. 블로그와 함
께 제작,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세부적
인 정보는 블로그에서도 찾아볼 수 있
습니다.

About Staff
멜버른 홀릭 가이드북에는 2009년 첫
발행 당시 10명의 제작진이 참여했습
니다. 5인의 사진, 요리, 푸드스타일,
디자인, 현지유학생 등 전문 블로거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2명의 스페셜
스탭, 사진과 편집디자인, 제작기획을
총괄한 전문 스텝이 참여해 작업을 진
행했습니다. 이후 매년 새롭게 정보를
취재하여 개정판을 발간해왔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2016년 4월 기존 내용
을 업데이트하는 한편 올림푸스카메
라, 롯데면세점 등과 함께 한 블로거
투어에 참여한 여행, 사진 블로거들의
취재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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