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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TRAVEL PLUS 

DATE DE PARUTION : 4 novembre 2019 
NATIONALITE : Coréenne 

CVP : 2 322 € 
TIRAGE : 1 000 000 ex 

VISITEUR :   - 
PERIODICITE :  Quotidienne 

SUITE A l’ACCUEIL DE PRESSE  DU 29 août au 1er septembre 2019 



지나치게아름다웠다. 세상에 이런장면이

존재하고있었다는것이,그장면속에내가있

다는것이문득문득믿기어려웠다.몇번이나

볼을꼬집었다.아무래도꿈을꾸고있는것같

아서.

프로방스에서 가장 높은 산 몽방투(Mont

Ventoux)가 정면으로 바라다보이는 언덕에

아주작은마을이있다. 80명정도가옹기종기

모여사는브랑트(Brantes)다. 그 마을에사

는오딜(Odile)의집에쿠킹클래스를하러찾

아갔다.

요즘엔어느나라를가도여행자들을위한

쿠킹클래스를찾는것이어렵지않다. 음식이

맛있는나라일수록더욱그렇다.내손으로직

접만들어보면그음식안에어떤재료들이들

었고왜이런맛이나는지자연스레알게되고,

사먹는음식보다왠지더맛있고특별하게느

껴진다.

브랑트에선프로방스의자연에서난재료를

갖고유기농채식쿠킹클래스를하기로했다.

보통쿠킹클래스는시장에서장보기부터시작

하는데이번건달랐다.먼저오딜의친구브리

지트(Brigitte)와함께식재료채집(!)을하러

나섰다.작은바구니를하나씩손에들고타박

타박돌길을걷는데,눈앞에보이는한장면한

장면이 너무 예쁘고 고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꼭수채화속을걷는기분이었다.

가든에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길가에 멈췄

다.길가의작은틈새를비집고자라난풀을가

리키며,이게바로 리얼파슬리라고알려주는

브리지트. 이렇게자연에서스스로자라난파

슬리를한번먹어보면마트에서파는파슬리는

먹을수가없어요. 브리지트말이맞는것같

았다.이파리하나를따향기를맡아보니정말

향긋하다.

타임,로즈메리,멜리사등허브들도길가여

기저기에흔하게널려 있었다.누가심어서키

운것이아니라자연에서스스로싹을틔워크

고있는식물들.모르는사람이보면잡초라고

생각할것같은풀들이사실은다귀한자연의

선물이었다니.

한국에선한번도본적없는큰무화과나무

앞에서는모두감탄사를내뱉었다. 거기에주

렁주렁달린무화과를하나씩골라따서그자

리에서먹어보니,이건천상의맛이다.지금까

지한국마트에서사먹었던무화과는다가짜

였던것같은그런맛!아아,생각하니지금또

입에침이고인다.빨갛고까맣게익은길가의

라즈베리와 블랙베리도 그냥 그 자리에서 따

먹었다.어쩜그렇게달고맛있는지,이게진짜

프로방스의맛이구나싶었다.

우리는그더운날땀을뻘뻘흘리면서도옹

기종기 쪼그려 앉아 한참이나 길가의 풀들을

관찰했다. 그리고조금씩손으로꺾어가져온

바구니에담았다. 노란색주황색보라색식용

꽃도조금씩따서담았다. 오딜과브리지트가

가꾼유기농가든에선잘익은호박과토마토

를몇개씩수확했다.

이제요리를할차례.그림같이예쁜오딜의

주방에알록달록한식재료들을모아놓으니무

슨동화속에서소꿉놀이라도하는것처럼알

콩달콩했다. 다들 아이처럼 초롱초롱한 눈으

로오딜의설명을들으며요리를시작했다.토

마토를 썰고, 허브를 다지고, 감자 껍질을 깎

고,멜론과육을동글동글하게파내는과정하

나하나가너무나즐거워몇시간동안웃음소

리가끊이질않았다.

그저 오딜이시키는대로서툴게뚝딱뚝딱

했을뿐인데,먹기아까울정도로탐스럽고예

쁜음식들이완성되었다.고기나생선하나없

이오직프로방스자연에서온채소와과일만

을가지고이렇게먹음직스러운한상이차려

지다니,놀랍고신기했다.남은건맛있게먹는

것뿐! 프로방스산와인한잔과함께몽방투의

풍경이 펼쳐진 야외 테이블에 도란도란 앉아

먹은그식사는이세상어떤화려한만찬과도

비교할수없을만큼훌륭했다.지금생각해도

꿈만같은시간을선물해준오딜과브리지트,

그리고프로방스의자연에게정말감사하다.

일본과홍콩행날개를펴지못해어려움을

겪고있는항공업계가새로운활로를모색하고

있다. 최근항공업계는일본과홍콩을대체하

는신규노선취항소식을알리며분주한모습

이다. 아시아나항공은지난달 28일 부정기편

이었던인천~대만가오슝과인천~베트남푸

꾸옥노선을정기편으로전환했다. 이에따라

가오슝은주7회,푸꾸옥은주4회일정으로운

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가오슝 노선을 추가

하며 타이베이와 함께 대만행 비행편이 2편,

베트남정기노선은호찌민,하노이,다낭에푸

꾸옥을더하면서총4편을운영한다.

제주항공도남녘개척에나섰다.오는21일

인천~푸꾸옥에 신규 취항하는 데 이어 12월

24일에는 전북 무안~괌을 3월 7일까지 매일

운항한다. 특히제주항공은푸꾸옥노선신설

로 하노이(인천), 다낭(인천 부산 대구 무

안),냐짱(인천),호찌민(인천)등베트남5개

도시에8개노선망을갖추게됐다.

이스타항공은지난달16일저비용항공사중

처음으로인천~중국정저우노선에취항한데

이어29일인천~대만화롄,30일인천~가오슝

노선을연달아띄웠다. 이에따라이스타항공

은김포~송산, 인천 청주 제주~타이베이등

총6개대만노선을운영한다.오는7일에는부

산~타이베이, 10일에는부산~화롄노선취항

도앞두고있다.에어서울은후발주자답게틈

새시장공략으로승부수를던졌다. 우선국내

외양동작전이눈에띈다.지난달27일김포~

제주노선을띄우며국내선사업에처음진출

한데이어그보다앞선16일에는중국장자제

에취항하며중국으로향하는첫비행기에시

동을걸었다.장자제노선은국내항공사중처

음으로 인천에서 출발하는 직항 정기 노선이

다. 지난 2일에는국내항공사최초로중국린

이노선운항을시작했다.

이같은항공업계의활로개척에대해업계

관계자는 대형항공사와저비용항공사모두3

분기실적에서 30%이상감소세를보일것으

로예상할만큼위기 라며 신규취항과현지

고객유치등다각도전략으로부진을탈출하

기위해총력을기울일것 이라고말했다.

장주영여행+기자

B3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쿠킹클래스여행

불황인데日 홍콩 악재

가오슝 푸꾸옥 장자제…

항공업계신규노선 특명

프로방스산촌에서 인생식탁…계속볼을꼬집었다

꿈을꾸고있다고느낄정도로아름다운풍광의브랑트전경.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프랑스)/고서령여행+기자>

프랑스브랑트쿠킹클래스체험 몽방투山한눈에…

옹기종기 동화에나나올법한마을

시장장보기대신…

자연식재료채집하는재미에흠뻑

채소 과일만으로…

먹음직한한상차림 서프라이즈

#1.채집

#2.요리

#3.플레이팅

베트남푸꾸옥해변.

▶프로방스 100배즐기는 Tip=브랑트에서체

험한쿠킹클래스는 맛을찾는모험가들이라

는 뜻의 아방튀리에르 뒤 구(LES

AVENTURIERES DU GOUT) 다. 이쿠킹클

래스는 3월에서 11월까지 주 2회(목요일 오

후,토요일오전)운영한다.가격은1인당55유

로부터.홈페이지에서예약가능하다.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프랑스)/고서령여행+기자

*취재협조=프랑스관광청 에어프랑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