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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도 잘 모르는 뉴욕 프라이빗 투어
컬빗 프리미엄 투어<CulBeat Premium Tour>
뉴욕일보가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하는 C-섹션 들도 잘 모르는 뉴욕의 숨은 명소와 맛집으로 안내
‘비즈니스 & 라이프’
는‘아이 러브 뉴욕- 뉴욕의 할 예정이다. 이 투어는 빽빽한 스케줄로 명소를
구석구석’
을 연재하고 있다.
‘주마간산식으로 관광하는 것’
보다 시간을 두고 뉴
을하
이 연재는 뉴욕의 문화와 여행 정보 웹사이트 욕의 숨은 명소를‘느긋하게 음미하는 여행’
‘뉴욕컬처비트(www.NYCultureBeat.com, 대표 박 고 싶은 한인들을 초대한다.
뉴욕 인근에 살면서 뉴욕의 참맛과 멋을 찾고 싶
숙희)’
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투어‘컬빗 프리미엄
투어(CulBeat Premium Tour)’
의 도움을 받아 연재 은 독자들, 뉴욕에 여러 차례 여행 와서 색다른 장
소를 탐험하고 싶은 한인들에게 추천하는 투어 프
가 가능해졌다.
‘컬빗 프리미엄 투어’
는 한인들은 물론 뉴요커 로그램이다.

가이드는 뉴욕 한인언론에서 문화/레저 담당 기
자를 오래 지낸 박숙희 뉴욕컬처비트 대표가 맡으
며, 투어 인원은 5명으로 제한한다. 박숙희 대표는
브루클린 하이츠에서 12년 이상 살고 있다.
박숙희 대표는“컬빗 프리미엄 투어는 기존 로
컬 여행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뉴욕의 매력을 맛집
과 함께 탐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남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두고 남는 시간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고 말한다.

② 브루클린의 숨은 보석 투어 역사·건축·미술 & 페미니스트들의 발자취
브루클린 다운타운 + 프로스펙트 하이츠 + 브루클린 뮤지엄

뉴욕의‘구석구석’
브루클린이 인기 목적지가 되고 있 이 세워질 계획이었던 하우스는 철거
다. 옛날 옛적 브루클린은 뉴욕과 시카 일보 직전이다. 윈도우에 노예 70여명
고에 이은 대도시였을뿐만 아니라 노 을 해방시키는데 수훈을 세운 영웅, 흑
예해방운동의 구심점이기도 했다.
인 여성 해리엇 터브만의 사진이 처량
브루클린 다운타운의 웅장한 건축 하다.
물, 은행가와 대형 호텔은 뉴욕 월스트
그 흔적을 따라 가다 보면, 공사 크
릿에 필적할만한 규모다. 다운타운 풀 레인 앞에서 교회 옆에 기대고 있는
턴스트릿의 상가(Fulton Mall)에는 메이 ‘풍전등화’중국 만두집‘골든 프라이
시 백화점을 비롯, 조지오 아르마니, 드 덤플링’
이 보인다. 돼지고기 부추만
H&M, 그리고 셰이크 섁까지 자리를 두와 짜장면... 30년 전 가격같지만, 맛
잡았다. 럭셔리 콘도 건축으로 뉴욕시 있는 집. 브루클린의 숨은 보석이다.
브루클린 다임 세이빙스 뱅크
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
지금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는 고
데, 위용있게 서있는 브루클린 다임 세 백남준의 회고전‘Becoming Robot’
가
이빙스 뱅크는 마치 로마의 판테온에 열리고 있다. 만두집 근처 메트로테크
들어간듯한 스펙터클한 인테리어를 자 센터에 영구설치된 백남준의 TV 모니
랑한다.
터 429대 모자이크 설치작이 스펙터클
모모푸쿠 데이빗 장이 맨해튼에 불 하다. 강익중 작가께서 알려준‘브루클
러일으킨 일본라멘 바람이 브루클린까 린의 숨은 보석’
이다.
지 불어왔다. 본드 스트릿에 자리한 원
센트럴파크가‘맨해튼의 오아시스’
조 라멘‘간소(Ganso)’
는 맨해튼 토토 라면, 프로스펙트 파크는‘브루클린의
(Toto) 라멘, 잇뿌도(Ippudo) 라멘의 허 오아시스’
.
세와 열기 대신 정통 라멘의 맛을 볼 수
센트럴파크를 디자인한 프레데릭
있다. 날개달린 바삭한 만두는 필수.
로 옴스테드(칼버트 보와 함께)그리고
더필드 스트릿은 노예해방운동가들 가 더 사랑했다는 공원, 프로스펙트파
의 아지트였다. 노예들을 비밀리에 도 크 입구의 그랜드 아미 플라자는 웅장
피시켰던 네트워크‘언더그라운드 레 한 개선문과 조각이 압권이다. 말탄 링
도서관 정문
일(Underground Rail)’
의 본산. 그러나 컨 부조는 누가 제작했고, 모자 속엔 무
그랜드 아미 플라자의 모던한 건물
랜드마크로 지정되지 못해 지금 부티 엇이? JFK 두상, 그리고 여름엔 시원한
크 호텔의 거리로 변하고 있다. 뮤지엄 조각 분수대도 자리해 있다.
은 LA 게티 센터의 건축가 리처드 마이

‘풍전등화’ 중국 만두집

백남준의 TV 모니터 429대 모자이크 설치작

브루클린뮤지엄

어의 럭셔리 콘도. 한 채에 얼마나할
까? 그와 대조적으로 이집트 문양을 본

딴 도서관 정문이 빛난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걸작 펜스

테이션의 건축회사 맥킴, 미드 & 화이
트가 설계한 브루클린뮤지엄은 규모
면에서 메트로폴리탄뮤지엄 다음이다.
키스 헤어링, 타카시 무라카미, 아이 웨
이웨이에서 장 폴 고티까지 특별전이
열린 브루클린뮤지엄에선 지금 하이힐
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특
가 열리
별전‘킬러 힐스(Killer Heels)’
고 있다.
이집트 미술 컬렉션을 자부하는 브
루클린뮤지엄은 여성 미술가들을 위한
갤러리도 보유하고 있다. 그 안에 오랫
동안 방랑했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주디 시카고의 걸작‘디너 파티(Dinner
Party)’
가 설치되어 있다.
▶투어 날짜: 12월26일(금) 오후 1시
*2015년 1월22일(목) 오후 1시 *5인 선
착순 예약 마감, 2인 이상 신청시 진행.
*투어 날짜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신청 및 예약:
NYCultureBea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