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apes places of a Lif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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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stial
columns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 지방의 메테오라

서구 문명의 요람, 그리스. 그 한복판에 자리한 메테오라. 

장엄하고 압도적인 자연 속에 경이로운 종교 건축물이 자리해 

성지순례 코스나 답사여행지로 이름난 곳이다. 글 케이트 암스트롱

One of Greece’s holiest eastern Orthodox sites, the 
monasteries of Meteora rank among the country’s most 

beguiling destinations. By Kate Armstrong



높디높은 바위 15세기에 지은 ‘아기아 트리아다’ 트리니티 수도원은 

첨탑 같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다. 이 수도원은 로저 무어가 

주연한 007 시리즈 <포 유어 아이스 온리>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수도원에 가려면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오래전 이곳의 

수사들과 순례자들은 밧줄 사다리와 바구니를 이용해 올랐다고.

Lofty Heights The beautiful 15th century monastery, 
agia Triada (Holy Trinity), is perched dramatically atop a 
narrow pinnacle and is accessed by steep steps. These 
days, it is renowned (for better or worse) as the location 
for actor Roger Moore’s rock scaling in the 1981 James 

Bond film For Your Eyes Only. Remarkably, in former 
times, monks and visiting pilgrims accessed the 

monastery by a rope-ladder and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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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기물 ‘메갈로 메테오로’라 부르는 대(大) 메테오론 수도원 벽을 

장식한 향로. 그리스 정교회 의례에서 향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석탄 조각이나 유향, 몰약 같은 것을 넣고 향을 피우면 연기가 

천국을 향해 퍼져 나간다고 믿는다. 구약과 신약 성서에서 이는 성령을 

대신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지상에서 천국에 바치는 제물이라고 말한다.

Religious Objects The use of censers in Greek 
Orthodox religion is of profound religious significance. 

censers are small, ornate receptacles in which the likes of 
coal, frankincense and myrrh are burned. In a church, they 

are placed on a shrine, altar or in front of an iconostasis. 
When the priest places the incense on the burning coals, 

the smoke wafts “Heavenward.”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this represents not only the Holy spirit, but also 

an offering from earth to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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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 그림 ‘아기오스 니콜라오스 아나파프사스’ 

성 니콜라스 수도원은 규모가 작고 오르기 힘들어 사람들이 

지나쳐버리곤 하는데, 사실 이 수도원에는 천상의 그림이 숨어 있다. 

16세기 크레타의 화가 테오파네스 스트렐리자스가 그리스도의 

수난부터 최후의 심판까지를 묘사한 프레스코 벽화로, 

생생한 이미지와 강한 색조, 섬세한 선이 인상적이다.

Heavenly Frescoes The first of the monasteries on the 
Meteora monastery circuit, agios Nikolaos anapafsas 

Monastery is sometimes overlooked in favor of its larger 
neighbors. It shouldn’t be: The monastery’s highlight is 

the splendid, brightly colored frescoes by the 16th-century 
cretan painter, Theophanes strelitzas. These depict 

scenes ranging from the passion of christ to the Last 
Judgement and are said to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for which the painter was famous: vivid 
imagery, strong hues and delicate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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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잔틴 양식 메테오라에서 가장 후대에 세워진 ‘아기오스 스테파노스’ 

성 스테파노 수녀원 교회. 1798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성 카랄람포스에게 

봉헌한 곳이다. 이 건물은 1970년대에 복원하면서 새로운 프레스코 

벽화를 그렸지만, 최근 그리스의 성인(聖人) 전기 작가 블라시오스 

초초니스가 크레타 학파풍의 아름다운 성화로 다시 완성했다. 

Saintly Traditions Meteora’s newest katholikon 
(monastery church) is the newer of the two churches at the 
agios stefanos Monastery. Built in 1798, it is dedicated to 
saint charalambos and even houses a relic of the saint 
himself. The building was restored in the early 1970s, when 
it was covered in new frescoes. Greek hagiographer, 
Vlassios Tsotsonis, repainted the church (depicting the Life 
of christ) in recent years in the style of the traditional cretan 
school of religious painting — with stunn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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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 위 수녀원 ‘아기오스 스테파노스’는 사람의 발길이 

닿기 쉬우며 칼람바카 시내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곳이다. 

1545년에 지은 수도원 교회는 지금 수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내에 두 개의 교회 중 더 오래된 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과 

그리스 내전 때 파손되었다가 1961년에 수녀들이 재건한 것이다. 

Active Nunnery Though considered the least 
spectacular of the area’s monasteries, agios stefanos is  

the most accessible, and the only one visible from the main 
town of Kalambaka. The old katholikon, built in 1545, is 

now a nunnery. Both the old and new churches in the 
monastery complex survived centuries of bombing and 

desecration, especially during World War II and civil War. 
The old church was reconstructed by nuns in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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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IR NaVIGaTION

 ●KasTRaKI From Rome 
there are daily flights to Athens, 
taking about two hours. From 
there, Kalambaka, the gateway 
to Meteora, is a four-hour drive 
from Athens. This is the place 
to organize tours to the six 
monasteries, or you can make 
your own way around the 
circuit on foot (take plenty of 
water; a full day is required). 
Two kilometers west of 
Meteora’s main town, 
Kalambaka, is the tiny village of 
Kastraki. It nestles at the base 
of some of the region’s most 
impressive pinnacles and it’s a 
convenient base for tourists. 
Nowhere else in the world can 
you so easily wander along 
ancient paths (monopati) and 
among striking rock formations 
and historic monasteries. The 
rock faces around Kastraki 
attract climbers from all over 
the world who are after a shot 
(or three) of adrenaline. 

 ●DeLpHI Located on the 
slopes of Mount Parnassos 
amid cypress and olive trees, 
and with stunning views over 
the Gulf of Corinth, the town of 
Delphi — home to the ruins of 
Ancient Delphi — is 178km 
northwest of Athens (a 3 1/2 
hour bus ride). Between the 6th 

자세한 문의는  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www.kaltour.com

and 4th centuries BC 
multitudes of pilgrims flocked 
to Ancient Delphi to seek the 
divine advice of its oracle. 
These days, this World 
Heritage site is a must visit for 
its inspiring ruins. After all, the 
ancient Greeks regarded this 
as the center of the world — 
according to mythology, 
Zeus released two eagles at 
opposite ends of the world and 
they met here. 

 ●peLION peNINsuLa The 
Pelion Peninsula lies to the 
east and south of Volos 320km 
northwest of Athens. Its 
mountain range rises as high 
as 1,610m above the Agean 
Sea. Here, high cliffs plunge 
into the sea, while the interior is 
a green wonderland of forests 
of horse chestnut, oak, and 
walnut trees. You can spend a 
couple of days exploring any of 
the 24 traditional villages, 
many of which are built on 
steep slopes above the sea. 
The villages are known for their 
beautiful whitewashed 
cottages built in the style of the 
distinct loca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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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로마로 주 3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Rome three times a week.

 ●카스트라키 로마에서 

아테네까지 매일 항공편을 

운항하며 비행 시간은 약 2시간이 

소요된다. 메테오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칼람바카는 아테네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있다. 

메테오라의 수도원 여섯 곳을 

모두 둘러보는 일정을 칼람바카에서 

예약하거나 개별적으로 걸어서 

갈 수 있다. 모두 둘러보는 데 

하루 정도 걸리므로 물을 충분히 

챙겨 가야 한다. 칼람바카에서 

서쪽으로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카스트라키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메테오라의 바위 첨탑 아래 자리한 

마을로 여행객들의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다. ‘고대의 길’이란 뜻의 

‘모노파티’를 따라 웅장한 바위 

지대와 유서 깊은 수도원을 찾아 

다니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카스트라키의 바위 지대는 암벽 

등반가들의 ‘성지’로 통한다. 

 ●델포이 파르나소스 산의 

사이프러스와 올리브 나무가 울창한 

비탈에 자리하며 코린트 만의 놀라운 

전망을 내려다보고 있는 소도시. 

고대 도시 델포이의 유적이 있는 

곳으로,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178킬로미터 거리에 자리한다. 

버스로 3시간 30분 정도 소요. 

고대 도시 델포이는 기원전 6세기와 

4세기 사이에 신탁(神託)을 들으려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세계문화유산답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유적이 많아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긴 곳으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가 

세계의 양쪽 끝에서 독수리 두 마리를 

날려보냈는데 그 둘이 델포이에서 

만났다고 전해진다.

 ●펠리온 반도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3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시선을 압도하는 산악 지형이 

있는데 볼로스 동남쪽의 펠리온 

반도다. 높다란 절벽이 바다에 닿을 

듯 우뚝 솟아 있으며, 안쪽으로는 

마로니에,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우람한 나무들로 들어찬 숲이 있다. 

이 지역의 유서 깊은 마을을 둘러보다 

보면 며칠도 아깝지 않은데, 흰색으로 

칠한 아름다운 작은 집을 둘러보거나 

당나귀가 다니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구석구석을 걷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에 건강한 기운이 넘친다.

카스트라키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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