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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로 오세요

유
edCruise, the Association of Mediterranean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온화환 기후를 

자랑하는 지중해는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 받는 관광지입니다. 19년 전 설립된 메드크루즈(

지중해크루즈항만협회)는 지중해 및 인근지역의 항만산업 

발전과 소스마켓(source market) 개발 그리고 항만당국과 

크루즈선사 사이의 협력 및 관개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국에 걸쳐 100여 개 

이상의 항만이 메드크루즈와 함께 하고 있으며, 이들 항만은 

역내 승객수요의 80%와 기항수요의 77%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드크루즈는 회원항만을 대표하여,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크루즈관련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두고, 2013년과 2014

년 각각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의 

크루즈박람회인 ‘크루즈 시핑 아시아-퍼시픽(Cruise 

Shipping Asia-Pacific)’에 참가하여, 현지 여행사와 함께 

지중해 크루즈 여행상품에 관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크루즈 

시핑 아시아-퍼시픽 행사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역주: 금년은 2가지 행사가 통합되면서 

행사명이 변경되었으나, 협회 측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아시아의 크루즈 인구는 2020년까지 7백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사는 

아시아 시장에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각종 크루즈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단계는 아시아 여행객들이 

크루즈여행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며, 그 다음 단계는 

단기간에 여러 나라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상품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미지와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메드크루즈뉴스 

한국어 특별호는 독자 여러분이 메드크루즈 소속 항구들과 

지중해 크루즈여행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본 협회의 홈페이지

(www.medcruise.com)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자우편 (

보내실 주소: secretariat@medcruise.com)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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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를 하나로”

한국어 특별호 제1권, 2015년

카를라 살바도 (Carla Salvado)
메드크루즈
(지중해크루즈항만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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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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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중세 유럽건축문화의 걸작인 ‘피사의 사탑’은 유럽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인 이탈리아 피사에 있습니다. 탑 내부의 297개 원형계단을 

올라 탑의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기항지:리보르노/라 스페치아)

터키: 고대세계 교역의 중심지였던 에페수스는 초기 기독교의 

구심점이었으며 오늘날은 터키의 관광 중심지입니다. 12,000권의 장서가 

보관된 셀수스도서관(사진)은 에페수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들 중 

하나입니다. (기항지: 쿠샤다시) 

포르투갈: 15~16세기, 인도/아시아로 가는 교역로개척에 나선 선박들이 출항하던 

타구스강변에 ‘신대륙발견 기념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항지: 리스본) 

튀니지: 오늘날의 튀니지 땅에 3천년 간 번영했었던 카르타고는 로마제국의 가장 유명한 유적 중 한 곳입니다. 튀니지에는 아직도 수 많은 
고고학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기항지: 라 굴레트)

프랑스: 카르카손은 총 연장 3.2km에 걸친 거대한 성벽 2개와 52개의 

망루로 이루어진 중세요새도시입니다. 1853년 복원된 이 도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항지: 세트) 

스페인: 스페인의 위대한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의 고향 피게레스에는 그의 업적을 기념하는 ‘달리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기항지: 팔라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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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이티아: 아드리아해를 접하고 있는 두브로브니크 수 천년 간 잘 보존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항지: 두브로브니크)

키프로스: 비잔틴양식 및 후기 비잔틴양식의 벽화로 장식된 비잔틴 교회

(9개소)와 수도원(1개소)으로 이루어진 트뢰도스 벽화 교회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항지: 레메소스/라르나카)

그리스: 파르테온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를 위한 신전입니다. (기항지: 피레우스)

이집트: 스핑크스, 기자 대피라미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피라미드와 

사원들로 이루어진 기자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대유적 

관광지입니다. (기항지: 포트 사이드/스에즈)

우크라이나: 포템킨 계단은 오데사의 명물입니다. 이 계단은 1925

년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감독이 제작한 무성영화, ‘전함 포템킨’의 

촬영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항지: 오데사) 

역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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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전통문화

그리스: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푸스는 52개의 봉우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올림푸스 12 신은 타이탄을 

물리친 후 올림푸스 산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기항지:

테살로니키) 

아라비아 요리: 팔라펠, 휴머스 그리고 피타로 대표되는 아리비아 

요리는 양고기/닭고기, 요구르트, 치즈, 올리브 그리고 대추야자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기항지: 이집트, 시리아, 튀니지의 항구)

‘빠에야’는 19세기 발렌시아 지방에서 유래한 쌀 요리입니다. 

전통적으로 빠에야는 해산물로 만듭니다. (기항지: 스페인 항구) 

스페인과 포르투갈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상그리아’는 와인, 잘게 

썬 과일, 감미료 그리고 약간의 브랜디/또는 레몬에이드가 곁들여진 

칵테일입니다. (기항지: 스페인/포르투갈 항구) 

‘리피자너’는 정통 경종마입니다. 이 마종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리피자너’라는 이름은 슬로베니아의 리피차 마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기항지: 코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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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프랑스 요리는 3단계(앙뜨레 스프, 주요리 그리고 치즈 또는 후식)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이 함께 제공됩니다. (기항지: 프랑스 항구) 

그리스: 고소한 페타치즈는 주로 샐러드에 들어가며 올리브와 곁들여지기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일대에 자생하는 올리브열매를 통째로 갈아서 짜 낸 다음 얻을 수 있습니다. (기항지: 그리스 항구)  

‘벨리 댄스’는 엉덩이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민속 춤입니다. (기항지: 

이집트/터키 항구) 

‘코자크’ 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통 춤입니다. (기항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항구)

마데이라섬에서 유래한 전통 음료 ‘폰차’는 사탕수수즙, 꿀, 설탕, 레몬껍질과 

각종 과일즙(전통적으로 레몬주스를 사용)을 증류하여 만든 알코올 음료입니다. (

기항지: 마데이라섬 항구) 

음식/전통문화

‘피자’는 동그란 빵 위에 토마토 소스와 각종 토핑을 얻은 후 오븐에서 

구워낸 음식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유래한 피자는 오늘날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기항지: 이탈리아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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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몰타: 수 많은 역사적 건물들이 남아있는 몰타의 수도 발레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8년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항지: 발레타) 

모나코: 1929년 시작된 포뮬러 원(F1) 모나코 그랑프리 자동차경주대회는 

매년 ‘모나코 서킷’에서 개최됩니다. (기항지: 모나코)

스페인: ‘알 함브라’는 그라나다에 위치한 요새 겸 궁전입니다. 889년 요새로 

지어졌다가 1333년 궁전으로 개축되었습니다. (기항지: 모트릴-그라나다) 

프랑스: 칸 영화제는 매년 각 장르별 신작을 감상할 수 있는 국제영화제입니다. 1946년 시작된 이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들 중 하나입니다. (기항지: 프랑스령 리비에라 포트) 

이탈리아: 베니스 대 운하를 가로지르는 4개의 다리 중에 하나인 ‘리알토 
다리’는 물의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며 또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기항지: 치비타베키아)

아조레스: 배를 이용하여 아조레스 제도에 속한 9개의 섬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기항지: 아조레스 항구)



“지중해를 하나로” 7

흑해: 보스포르스 대교는 크루즈선이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서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수 많은 성(城)중에 하나인 브란성은 ‘드라큘라 백작의 

성’으로 유명합니다. (기항지: 콘스탄자) 

스페인: 유럽 최대규모의 ‘캄프누’스타디움은 FC바르셀로나의 

홈구장입니다. (기항지: 바르셀로나)

러시아: 휴양도시 크라스나야-풀랴나(사진)에서 2014 소치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기항지: 소치) 

문화/스포츠 

이탈리아: 콜로세움은 로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콘트리와 돌로 
만들어진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형경기장이었으며, 
검투사 경기나 각종 대중공연에 이용되었습니다. (기항지:  치비타베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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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볼거리

테네리페: 스페인 최고봉이자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화산지형인 

테이데산(해발 3,718미터)을 중심으로 펼쳐진 테이데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항지: 산타크루즈 드 테네리페) 

이탈리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몰인 갈레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II에는 

프라다, 아르마니 돌체&가바나와 같은 명품 매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기항지: 라 

스페치아)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북부에 위치한 코르나티제도 국립공원에는 140개의 섬이 35km에 걸쳐 펴져있습니다. (기항지: 시베니크/자다르) 

터키: 스웨드 직물을 비롯하여 우수한 품질의 가죽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항지: 터키 항구) 

그리스: 그리스 동방정교회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수도원 단지인 

메테오라는 사암 봉우리 위에 지어졌습니다. (기항지: 볼로스) 프랑스: 프랑스령 리비에라의 생 트로페는 유럽과 미국의 부유한 

여행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항지: 툴롱-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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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르카: 1890년 태어난 마호리카는 유명 모조진주 브랜드입니다. 

(기항지: 팔마 데 마요르카/발레아레스 제도)

명품/쇼핑/볼거리

지브롤터: 지브롤터는 석회암으로 된 거대한 바위입니다. 바위 상부 
초원에는 약 250여 마리의 버버리 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항지: 지브롤터) 

포르투갈: 알가르브는 채색 도자기와 타일 등 각종 도자기제품으로 

유명합니다. (기항지: 포르티망) 

이탈리아: 코스타 에스메랄다는 사르디니아 북부에 위치한 유명한 

해변 관광지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곳입니다. (기항지: 북 

사르디니아 항구)

프랑스: 다양한 음식과 화려한 꽃으로 가득한 쿠르 살레아, 니스의 해변산책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카페로 둘러 쌓인 고풍스런 건물을 따라 걸으면서, 꽃, 과일, 채소, 빵 그리고 온갖 요리에서 풍기는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항지: 프랑스령 리비에라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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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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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크루즈/셀레스티얼

MSC크루즈

노블 칼레도니아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오세아니아 크루즈

P&O 크루즈

폴 고갱 크루즈

포낭

프린세스 크루즈

풀만투르

리젠트 세븐 시즈 크루즈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사가

시-본 크루즈 라인

시-드림 요트 클럽

실버-시 크루즈

스타 클리퍼스

스완 헬레닉

톰슨 크루즈

트래블 다이나믹 인터내셔널

배리어티 크루즈

바이킹 크루즈

보이지 오브 디스커버리

보이지 투 앤티퀴티

윈드스타 크루즈

지
난 해 메드크루즈 산하의 지중해 

연안 항구를 이용한 크루즈선은 160

척, 이용승객 수는 2천5백8십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크루즈여행객의 20%에 

달합니다. 또한 로얄 크루즈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5,400인승 대형 크루즈선부터 100명 미만의 

소형 크루즈선까지 다양한 규모의 크루즈선이 

메드크루즈 회원항구를 거쳐갔습니다. 로얄 크루즈 

인터내셔널 소속의 얼루어 오브 더 시즈(Allure of 

the Seas, 225,282톤)호는 2015년 여름 경, 지중해 

연안 항구에 기항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P&O 

크루즈의 브리타니아(Britannia)호, 바이킹 크루즈의 

바이킹스타(Viking Star)호 그리고 로얄 캐러비안의 

앤텀 오브 더 시즈(Anthem of the Seas)호가 금년 

중에 지중해 항구를 찾게 됩니다. 메드크루즈 

회원항구를 경유하는 크루즈 여행상품은 

중저가부터 일반형, 프리미엄 또는 초호화까지 매우 

다양하여, 모든 종류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역시 짧게는 3~7박 또는 10~14박까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일부 크루즈선사는 지중해 전역을 

여행할 수 있는 장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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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크루즈의 최신 크루즈선 ‘코스타 디아데마(Costa Diadema)’호는 

스테인드 글라스부터 피자전문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탈리아 문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장의 선상 쇼핑몰은 마치 고급백화점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 줍니다. 그리고 비어가든, 일본식 데리야키 

전문점과 와인-바 등 다양한 종류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식당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MSC크루즈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억 유로를 투자하여 크루즈선 

확장/개조사업 ‘르네상스 프로그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MSC 아르모니아(MSC Armonia)호는 발코니객실(94실)과 공용구역을 확장하게 

되며, 가변형 연회장, 연령별 전용클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하루 20

시간) 등을 갖추게 됩니다.

보드워크(선상 산책로)와 화려한 아크로바틱 쇼 관람을 위한 원형극장식 

아쿠아시어터를 바탕으로 크루즈선의 신기원을 열었던 ‘얼루어 오브 더 시즈

(Allure of the Seas)’호는 짚 라인, 인공암벽, 실내 서핑 시뮬레이터를 비롯하여 

혁신적인 시설물을 새롭게 탑재하고 있습니다. 

930인승 크루즈선 ‘바이킹 스타(Viking Star, 47,800톤)’호는 배란다식 

객실, 화려한 조명, 북유럽식 내장재, 통 유리로 만들어진 인피니티-

풀 그리고 확 트인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캔틸레버식 선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급 크루즈선에서는 볼 수 없는 실/내 외파티장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거대한 객실창과 채광창을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정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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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카를라 살바도(Carla Salvado)

사무국
사무국장 타노스 파리스

전자우편: pallis@medcruise.com

연락처: 아이밀리아 파파크리스토

전화: +30-210-4550282

전자우편: aimilia.papachristou@medcruise.com

연락처: 클레오파트라 아라피

전화: +30-210-4550334

전자우편: kleopatra.arapi@medcruise.com

터키 알라니아
스페인, 알리칸테
포르투갈, 아조레스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바리
이탈리아, 브린디시
이탈리아, 칼리아리
스페인, 카르타헤나
스페인, 카스텔욘
스페인, 세우타
이탈리아, 치비타베키아
루마니아, 콘스탄자
그리스, 코르푸
키프로스 항구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코르출라
이집트 항구
프랑스령 리비에라 항구
이탈리아, 제노아
지브롤터
그리스, 헤라클리온
스페인, 우엘바
그리스, 이고멘티사
터키, 이스탄불
그리스, 카발라
슬로베니아, 코페르
몬테네그로, 코토르

터키, 쿠샤다시, 보드룸 & 안탈리아
이탈리아, 라 스페치아
시리아, 라타키아
포르투갈, 리스본
이탈리아, 리보르노
포르투갈, 마데이라 포트
스페인, 말라가
프랑스, 마르세유
터키, 메르신
이탈리아, 메시나
모나코
스페인, 모트릴-그라나다
이탈리아, 나폴리
북 사르디니아 항구
우크라이나, 오데사
스페인, 팔라모스
이탈리아, 팔레르모
그리스, 파트라스
그리스, 피레우스
포르투갈, 포르티망
이탈리아, 포르토페라이오
이탈리아, 라벤나
크로아티아, 리예카
이탈리아, 사보나
프랑스, 세트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크로아티아, 시베니크

터키, 시노프
러시아, 소치
그리스, 수다/하니아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이탈리아, 타란토
스페인, 타라고나
테레니페 항구
그리스, 테살로니키
프랑스, 툴롱-바르
터키, 트라브존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튀니지 항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몰타 발레타
이탈리아 베니스
그리스 볼로스

메드크루즈 회원

메드크루즈 준회원
국제크루즈선사협회(CLIA)유럽지부
코스타 브라바 관광청
산트 카를레스 데 라 라피타
크바르네르 관광사무소
바르셀로나 관광청
알레그라 몬테네그로
알로치 & 바싸니
B&A유럽
세마르(Cemar) 크루즈서비스
달레산드로 트레블

도노미스 크루즈서비스
휴고-트럼피
이두 해운서비스
인플로트 월드와이드
인터크루즈 쇼어사이드&포트서비스
카라반마르 크루즈서비스
카르파텐 여행사
라 굴레트 크루즈터미널
리보르노 항만공사
메도프

MH블랜드
MMS해운
네비게이터 트레블&투어리스트서비스
페레스해운
살라미스해운서비스
사메르해운
타르투스여행사
트란스코마 크루즈&트레블
투라여행사

메드크루즈

그리스, 피레우스, 38 185

아크티 미아오우리街 10

전화: +30 210 40 90 675

팩스: +30 210 45 50 286

전자우편: secretariat@medcruise.com
(우) 아이밀리아 

파파크리스토

(좌) 카를라 

살바도, 타노스 

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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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발전과
지중해연안 항만통합을 선도하는 지중해크루즈항만협회

메드크루즈

“지중해를 하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