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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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부터‘아이 러브 뉴 할 예정이다. 이 투어는 빽빽한 스케줄로 명소를
욕- 뉴욕의 구석구석’연재를 시작한다.
‘주마간산식으로 관광하는 것’
보다 시간을 두고 뉴
이 연재는 뉴욕의 문화와 여행 정보 웹사이트 욕의 숨은 명소를‘느긋하게 음미하는 여행’
을하
‘뉴욕컬처비트(www.NYCultureBeat.com, 대표 박 고 싶은 한인들을 초대한다.
숙희)’
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투어‘컬빗 프리미엄
뉴욕 인근에 살면서 뉴욕의 참맛과 멋을 찾고 싶
투어(CulBeat Premium Tour)’
의 도움을 받아 연재 은 독자들, 뉴욕에 여러 차례 여행 와서 색다른 장
가 가능해졌다.
소를 탐험하고 싶은 한인들에게 추천하는 투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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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브루클린 트로이카 : 하이츠+덤보+브리지

뉴욕의‘구석구석’
박숙희 대표는“
‘브루클린’
하면, 뉴
스에 나오는 범죄 도시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브루클린은 지
금 한창 뜨고 있는 뉴욕의 한 보로이자
인기있는 브랜드입니다. 데이빗 베컴
과 빅토리아 베컴이 첫 아들 이름을
‘브루클린’
으로 지었고, 왕세자 윌리엄
과 케이트 미들턴이 12월8일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에서 농구를 관람할 예
정이지요.‘섹스 앤더 시티’
의 사라 제
시카 파커와 매튜 브로데릭 부부가 하
이츠에 타운하우스 두 채를 샀지요.”
라
며 브루클린 에찬론을 편다.
그는“특히 브루클린 하이츠는 뉴욕
최초의 랜드마크로 선정되어 1800년대
지어진 그리스 리바이벌, 르네상스 리
바이벌, 로마네스크 양식, 퀸 앤, 페더럴
양식 등 다양한 건물을 둘러 볼 수 있
다”
고 덧붙인다.
브루클린 트로이카는‘트래블 & 레
저’잡지 2011년 10월호에서‘미국에
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 톱 10’
에 선정
된 브루클린 하이츠의 다양한 건축물
과 아더 밀러(세일즈맨의 죽음), 노만
메일러(나자와 사자), 트루만 카포테(티
파니에서 아침을) 등 유명 문인들이 살
던 집, 최근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
스가 신작‘세인트 제임스 플레이스’
를
찍던 현장, 그리고 로어 맨해튼의 스펙

터클한 뷰가 압권인 프로미나드 등 숨
겨진 보물들이 무궁무진하다.
여행객들은 트로이카 지역을 둘러
본 후 덤보로 내려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된 그리말디 피자리아에서 점
심과 함께 뉴욕의 피자 전쟁 이야기를
나누며, 브루클린 아이스크림 팩토리,
루크스 랍스터, 자크 토레 초컬릿 등 맛
집을 순례한다. 이어 맨해튼의 스카이
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브루클린 브
리지 파크를 산책하면서 제인스 카루
셀(회전목마)도 타보며, 영화‘원스 어
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로 유명해진
로케이션 장소로 안내한다.
덤보의 3200만달러 짜리 펜트하우
스와 2500만달러 짜리 펜트하우스도
둘러본다. 그리고,‘뉴욕의 상징’브루
클린 브리지를 함께 걷는다.
브루클린 트로이카 투어는 4~5시간
여정이며, 브루클린 역사 협회 입장료,
그리말디 피자 런치, 브루클린 아이스
크림 팩토리의 아이스크림과 자크 토
레 핫초컬릿, 그리고 회전목마 티켓을
포함하여 1인당 125달러.
박숙희 대표는“1996년 겨울 뉴욕
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뉴욕을 즐길 수
있는지 막연했습니다.‘세계 문화의 메
카’뉴욕은 알고 보면, 아주 싸게 고급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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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브리지

목골목 역사와 스토리, 그리고 매력이
숨쉬는 도시입니다. 저는 2012년 뉴욕
에서 오감을 넓힐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브루클린 프로미나드

허만 맨션

하기 위해‘뉴욕컬처비트’
를 시작했습
니다. 이번 컬빗 프리미엄 투어로 뉴욕
의 관광지를 주마간산식으로 보시는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이 아메리카’의 배경이 된 덤보

여행에서 벗어나서 뉴욕을 진짜 음미
하시고, 오래 추억에 남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컬빗 프리미엄 투어’
에 관한 자세
한 정보는 www.NYCultureBeat.com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