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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아브르 에트르타

릴

랭스

툴루즈

보르도

투르
낭트생 나제르

도빌, 트루빌
몽 생 미셸

생 말로

돌 드 브르타뉴

프랑스-스페인 초고속열차 
파리  스페인(바르셀로나)  

유로스타 Eurostar 
파리  런던

파리

앙부아즈 성리보 성

렌

Route Map
프랑스 기차 여행 노선도

옹플뢰르
루앙

지베르니

오베르 쉬르 
우아즈

2h15m

6h19m

(파리에서 2h4m)

(파리에서 4h8m)

(파리에서 1h56m)(낭트에서 54m)
(파리에서 1h)

(파리에서 1h40m)

(투르에서 30m)

(파리에서 1h25m)

(파리에서 2h)

(낭트에서 1h20m, 파리에서 2h14m)

(생 말로에서 13m)

(돌 드 브르타뉴에서 버스 30m)

쇼몽 성 소유지

(투르에서 30m)(투르에서 45m)

쉬농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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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스

무티에

부르 생 모리스

스트라스부르

디종

리옹

샤모니 몽블랑

발 디제르

발 토랑스

레 두 알프스

안시

니스

칸
마르세유

아비뇽

몽펠리에

Coup de cœur 프랑스 관광청 추천 장소

초고속 열차 (TGV) 노선

고속 열차 노선 및 버스 노선

탈리스 Thalys 
파리  독일(쾰른)  

리리아 Lyria 
파리  스위스(제네바)  

텔로 Thello(야간열차) 
파리  이탈리아(밀라노)  

탈리스 Thalys 
파리  브뤼셀

파리  암스테르담  

엑상프로방스

3h17m

1h22m

3h14m

3h08m

7h33m
(파리에서 3h15m)

(파리에서 3h)

(파리에서 1h57)

(파리에서 1h47m)

(제네바 공항에서 1h30m)

(리옹에서 1h50m)

(무티에에서 1h)

(부르 생 모리스에서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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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Your Dreams

Art 
Lover

 

#미술관   #인상주의   #명화속그곳   #예술가의자취

 파리 ……… 42p

 엑상프로방스 ……… 94p
 

 르 아브르, 루앙, 지베르니 ……… 58p, 68p

 쇼몽 성 소유지 ……… 70p

Activity 
Lover

 

#스키   #짚와이어   #서핑   #패러글라이딩

 발 토랑스 ……… 88p

 발 디제르 ……… 89p

 샤모니 몽블랑 ……… 84p

 레 두 알프스 ……… 90p

Sainte Victoire ⓒ Sophie Spiteri

성향별 추천 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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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onomy 
Lover

 

#미쉐린   #와인   #쿠킹클래스   #부숑

 보르도 ……… 114p
 

 리옹 ……… 92p

 디종,  코트 드 뉘 ……… 117p

 파리 ……… 46p

Monument 
Lover

 

#유네스코   #고성   #중세거리   #살아있는역사

 낭트, 렌, 생 말로, 몽 생 미셸 ……… 76p

 리보 성 ……… 72p
 

 몽펠리에 ……… 106p

 앙부아즈 성,  쉬농소 성 ……… 69p

Restaurant-LALIQUE-Chateau-Lafaurie-Peyraguey ⓒ AgiSimoes-RetoGuntli

Mt Saint Michel ⓒ F.To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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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4계절이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덜 춥고 덜 덥다. 파리는 겨울철 최저 
기온이 0도 안팎, 여름철 최고 기온이 26도 안팎이며, 비는 연중 고르게 내리
는 편이다. 프랑스 서부 노르망디 지역과 북동부 알자스 지역은 겨울 기온이 
낮으니 방한복을 준비할 것.

방문 시기
날씨를 감안할 때 여름철 성수기(알프스 스포츠 여행은 겨울철)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매 년 전 세계에서 9,000만 명(2018년 기준)이 넘는 관광객이 
프랑스로 몰려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베스트는 3~5월의 봄철이다. 날씨는 
화창하고 숙박비는 가파르게 오르기 전이며 관광지는 적당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 붐빈다. 꽃과 녹음이 여름철만큼 만발하지 않다는 점이 아주 약간의 아쉬
움일 뿐이다.

시차
한국보다 8시간 느리다.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3월 마지막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주 토요일까지는  -7시간.

환율과 물가
프랑스는 유로화(€)를 쓴다. 환율은 2019년 4월 현재 1유로당 1,280원 선이다. 
항공료를 빼면 여행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비는 호텔에서 묵
는다면 1실 1박에 60€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인 레스토랑에서의 점심(2코스)은 
20€, 저녁은 30€ 정도며, 간단한 샌드위치나 패스트푸드점 햄버거는 음료수
를 제외하고 4.50~7.50€ 정도다. 버스나 지하철 싱글 티켓은 파리 기준 1.90€.

도량형 및 전원
길이와 무게 등을 표기하는 데 우리와 같은 미터법을 쓴다. 전압도 우리와 같
은 220v고, 콘센트 모양이 동일해 따로 어댑터를 갖고 갈 필요가 없다. 숙소에 
콘센트 수가 넉넉하지는 않은 편이다.

전화
프랑스의 전화 번호는 대부분 10자리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의 국가 번호는 
33번이다. 프랑스 현지에서 해외로 국제 전화를 할 때는 00을 누른 뒤 국가번
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언어
길거리 표지판이나 지하철 안내판 등 공공장소에서 영어 찾아보기가 가장 어
려운 나라 중 하나가 프랑스다. 다만‘영어를 알아 들어도 일부러 영어를 쓰지 
않는 프랑스인’은 오해에서 비롯된 말(혹은 다 지난 이야기)이니, 젊은이들에
게 뭔가를 물어보면 더듬거릴지언정 영어로 친절하게 답해 주는 편이다. 기차 
매표 창구에서 영어로 응대할 수 있는 사람 찾기는 쉽지 않지만, 영국 국기 표
시가 있는 영어 가능 창구를 표시해 두는 경우도 많다. 개별 여행이라면 간단
한 단어 정도는 익혀 두는 게 여러모로 좋다.

치안
여느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또한 늦은 밤 인적이 드문 뒷골목 같은 상
식적인 위험 지역은 조심하자.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는 소매치기에 주의하면 
된다. 꽃이나 반지 같은 선물을 이유 없이 받지 말고, 주의를 잡아 끄는 행동을 
하는 이가 있을 땐 자신의 가방이나 지갑을 잘 간수해야 한다. 지하철은 막차 
시각까지 안전한 편이지만, 매우 길고 어두운 지하 통로가 있는 몇몇 역에서는 
인적이 드문 시각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파리 주재 한국 대사관

 125 rue de Grenelle, Paris  
 01-47-53-01-01(대표), 06-80-28-53-96(야간 당직전화)   fra.mofa.go.kr

현지 긴급 연락처
경찰  17
응급자  15
소방서  18

Basics 기본 정보

ⓒ Mary Quincy by Macaroud Atout France/O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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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Tips

팁 주기
프랑스의 레스토랑과 바의 가격에는 15%의 봉사료service compris가 이미 포함
돼 있으므로 팁을 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소숫점 뒤에 붙는 상팀centime
은 반올림해 ‘몇 유로’ 단위로 깔끔하게 계산하는 경우는 흔하며, 택시 기사에
게도 약간의 팁을 주는 경우가 많다. 호텔의 벨보이나 포터에게 도움을 받았다
면 1~2유로의 팁이 일반적이다. 간혹 관광객 (특히 아시아 관광객)이 많이 몰
리는 레스토랑의 웨이터는 노골적으로 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정말 만족스
럽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무시해도 된다.

식당
운영 시간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유명 지역의 레스토랑이나 글로벌 프랜차이
즈 외의 어지간한 레스토랑은 점심과 저녁 시간을 구분해서 영업을 한다. 그런 
곳들은 대부분 오후 2시~2시 30분 이후부터 문을 닫아 저녁 7시 이후에 다시 
문을 열기 때문에, 점심 때를 놓쳤다면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샌드위치 
등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술을 파는 펍의 경우 저녁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대
폭 할인된 술과 간단한 요깃거리를 파는 해피아워(오후 5~7시 정도)시간을 두
는 곳도 많다. 

메뉴 메뉴판을 요청할 때는 ‘까르트Carte’ 라 해야 쉽게 알아들으며, ‘므뉘menu’
혹은 ‘포뮬formule’은 1~3가지 음식이 조합된 세트 메뉴를 뜻한다. 이런 세트 
메뉴를 활용하면 대기 시간도 줄이고 보다 경제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영
어 메뉴가 없는 곳도 많으므로 핵심 단어를 알아두면 어떤 음식인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물 식사와 함께 와인이나 음료 등의 마실 것을 주문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 
물을 주문하면 어떤 물을 원하는지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네랄
minérale이나 탄산eau gazeuse이란 말이 들어가면 모두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하
는 물이다. 무료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싶다면 ‘까라프 도carafe d’eau(수돗물)’, 
혹은 영어로 노멀 워터라고 하면 된다. 이런 물들은 대개 뚜껑 없는 유리 병이
나 주전자에 담겨 나오며, 레몬을 띄우기도 한다.

계산서와 영수증 카페 등에서는 종업원이 알아서 테이블 위에 계산서나 영수
증을 놓고 가지만, 레스토랑에서는 식사 후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카

페와 레스토랑에서는 ‘라디시옹l’addition’ 혹은 ‘팍튀르facture’라 하면 된다.

프랑스 건물 층수 표기
1층 = Rez-de-chaussée    2층 = 1er étage    3층 = 2ème étage

교통 상황
파리 같은 대도시는 출퇴근 시간에 길이 많이 막히는 편이다. 오전 8시 전후와 
오후 4~7시를 러시아워 시간으로 보면 된다. 이 시간에 차편으로 공항 또는 역
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는 차가 밀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출발 시각에 늦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 관광청 
지역별 정보, 지도, 브로셔 등 프랑스 여행에 필요한 유용한 최신 정보들을 온
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있다. 특히 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에는 지역별, 
테마별 여행 정보 및  및 여행을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실용 정보들이 주기
적으로 업데이트 되니 반드시 참고하자. 
블로그: blog.naver.com/francois09   홈페이지: kr.france.fr 
프랑스관광청 페이스북:  facebook.com/KR.France.fr

실용 여행 팁

ⓒ Mary Quincy by Macaroud Atout France/O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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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  
Les Plus Beaux Villages de France 

예쁘고 아기자기한 자연 환경 속에서 여유롭고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1981년에 처음 등장한 이 협회는 농촌, 전원의 정취를 간직한 프랑스의 아름다
운 마을들이 폐허나 특색 없는 마을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마을이 보유한 환
경·문화적인 관광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 협회에 가입하여 라벨을 받기 위해서는 주
민 수 2000명 이하, 역사유적으로 등재된 2개 이상의 유적을 갖춘 마을이어
야 한다. 라벨을 받은 마을들은 환경 친화적인 관광을 추구하고 역사 유적들을 
정성껏 보존·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현재 157개 마을이 이 협회에 가입되
어 있다.

 les-plus-beaux-villages-de-france.org 

비뇨블 & 데쿠베르트  
Vignobles & Découvertes 

와인을 사랑하고, 프랑스 와이너리를 
가까이에서 몸소 체험해 보고 싶다.

‘비뇨블 & 데쿠베르트’는 프랑스 관광청이 2009년부터 와인 관광지를 대상으
로 발급하는 인증 라벨이다. 프랑스어로 비뇨블은 ‘포도밭’을 뜻하고, 데쿠베르
트는 ‘발견’을 뜻한다. 와이너리와 더불어 숙박, 식사, 시음, 와인저장고 투어, 박
물관 등 다양한 관광 액티비티 및 시설을 제공하는 곳들에게 이 라벨이 수여된
다. 프랑스 와이너리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비
뇨블 & 데쿠베르트 라벨은 3년간 유효하다.

 atout-france.fr/content/decouvrez-les-destinations-labellisees-vignobles-decouvertes 

팔라스 호텔 Palaces de France
생에 한번, 최고의 럭셔리 여행을 
경험해 보고 싶다.

2009년 도입된 팔라스 등급 인증제는 프랑스 관광청이 프랑스의 5성급 호텔 
중에서도 최상급 호텔을 가려 공식적으로 ‘팔라스 등급’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2019년 현재까지 프랑스 내 25개의 호텔만이 팔라스 등급 지위에 올랐다. 팔
라스 등급을 부여 받은 호텔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사, 외관, 개
성, 미식 레스토랑, 친환경 정책 등에서도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생에 한번 최
고의 호텔을 경험해 보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추천한다. 팔라스 호텔의 전체 리
스트는 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kr.france.f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미유 플러스 Famille Plus 

여행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가족 중심의 여행지를 찾는다.

‘파미유 플러스’는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지에 부
여하는 라벨이다. 숙소, 음식, 쇼핑, 환경 및 문화유산 투어/교육, 액티비티 등 
다양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이 라벨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이 라벨을 받은 관
광지는 가족들을 위한 특별 요금을 제공한다.

 familleplus.fr 

※ 관광 인증 라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의 ‘떠나기 전 준비’ 카테고리를 살펴보자. 

 kr.france.fr 

Tourism Labels 테마 여행 계획하기

이제는 테마 여행 시대다. 뻔한 여행 코스를 떠나 특색이 있는 테마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면 프랑스 정부, 프랑스 
관광청 등이 인증한 관광 명소, 숙소, 여행 관련 라벨들을 참고하여 특별한 여행 계획을 세워보자.

추천
성향

추천
성향

추천
성향

추천
성향

ⓒ Four Seasons Hotel Georg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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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편
에어 프랑스는 서울에서 파리로 매일 2편 (대한항공 공동운항편 포함)의 항공
편을 BOEING 777기종으로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5일 (일,월,수,
금,토), 2회씩 (12:30 인천출발 / 19:50 파리출발) 운항한다. 특히 에어프랑스는 
2019년 5월 9일부터 10월26일까지  서울-파리 노선을 주 3회 추가 (14:35 인
천출발/18:45 파리출발)운행한다. 인천-파리간 비행시간은 11시간 30분에서 
12시간 정도.

 에어프랑스 airfrance.co.kr  

비자
90일 이내의 관광 목적 방문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공항
프랑스의 대표 관문은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CDG)이다. 파리 근교의 오를리 
공항(ORY)에도 국제선 항공기가 이착륙한다. 파리 외에 보르도, 릴, 리용, 마
르세유, 낭트, 니스, 스트라스부르 등에 주요 지방 국제 공항이 있다.
Aéroport Roissy Charles de Gaulle   01-48-62-22-80   aeroportsdeparis.fr
Aîroport d’Orly   01-49-75-15-15  aeroportsdeparis.fr

샤를 드 골 공항 이용하기
1 입국 인천에서 출발한 파리행 비행기는 CDG의 터미널 2(아시아나 항공편 
비행기는 터미널 1)에 도착한다. 도착Arrivée 혹은 출구Sortie 등의 화살표를 따
라 가면 입국 심사대가 나온다. 입국 심사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한 마디 물어
보는 것 없이 여권에 도장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2 짐 찾기 안내 전광판에서 도착 비행편의 수하물Bagage이 나오는 곳의 번호
를 확인한 뒤 수하물 사인Service Bagages을 따라 해당 위치로 가서 기다리면 
된다. 짐을 찾은 뒤 세관을 거쳐 출구로 나온다.

3 환승 샤를 드 골 공항에서 바로 다른 도시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환승(Transit / Correspondence) 사인을 따라간다. 출발 비행편 정보가 나오는 모

니터에서 게이트 번호를 확인해 찾아간다. 국내선 연결 비행편 구입시 파리 도
착 및 출발 비행기가 같은 공항인지를 확인할 것. 만약 환승 비행기가 샤를 드 
골 공항이 아닌 오를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터미널 출구로 나가서 두 
공항을 잇는 에어프랑스 버스 3번 노선(  cars-airfrance.com)을 탄다.

공항에서 파리 시내로
샤를 드 골 공항은 파리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30km정도 떨어져 있다. 터미널 
2(CDG2)에서 대부분의 국제선 항공편이 뜨고 내리며, 택시(요금 50~60€)와 
버스, 광역 지하철(RER B)이 터미널 1과 2를 시내까지 연결한다.

에어프랑스 리무진 르 뷔스 디렉트 (Le Bus Direct)
터미널 출구 근처의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타는 곳을 물어본다. 20~30분마다 
2번 노선(개선문 행, 에펠탑행)과 4번 노선(리옹, 몽파르나스 행) 버스가 시내
로 출발하며 금액은 편도 약 17유로, 왕복 약 30유로이다. 시내까지는 40~50
분 정도 소요. 국내 구입가능.  socuripass.com

르와시 버스(Roissy Bus)
15~30분 간격으로 파리 샤를 드골 공항과 파리 시내 오페라 극장 뒤를 잇는다. 
국내 구입가능.  socuripass.com

탑승지:
· 샤를 드골 공항
터미널 1: 게이트 32(Arrivals level) / 터미널 2A-2C: 게이트 A9 / 터미
널 2D: 게이트 D11 / 터미널 2E-2F : 게이트 8(Arrivals level) / 터미널 3 : 
Roissypole Bus Station
· 오페라 극장 
11 Rue Scribe,75009 Paris 

광역 지하철(RER)
파리와 파리외곽을 잇는 광역 지하철(RER)은 A부터 E까지 총 5개의 노선
을 갖추고 있다. 파리 시내로 가는 경우 파리 북역Gare du Nord행 RER B 노선
을 이용하면 된다. 북역과 샤틀레 레알Châtelet les Halles, 생 미셀 노트르담St-
Michel Notre-Dame 등의 역에서 다른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다. 공항과 시내를 
잇는 가장 경제적이면서 확실한(러시아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탈것이지
만, 지하철 역 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Airport입출국 및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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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서울-파리 노선에는 주고객이신 한국승객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
어있습니다. 에어프랑스 항공편에는  한국인 기내통역원이 탑승하여 한국인
승객을 모시고 있으며 파리 샤를 드골공항에는 한국인 승객의 원활한 환승과 
도착, 통역을 위해 한국인 직원이 항상  대기하여, 서울 출도착 게이트에서 한
국인 승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한국에서 최초로 김치를 기
내식에 포함시킨 항공사이며 비빔밥, 갈비찜 등 다양한 한식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또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파리 출발, 서울 출발 
장거리 항공편에서 “알라카르트” 식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라카르트’ 메
뉴로는 프랑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재료들과 전통 조리법으로 요리한  
프랑스 전통 메뉴, 이국풍의 신선한 해산물 요리, 지중해의 풍부한 향과 맛의 
조화를 이루는 이탈리아식 요리, 프랑스 최고의 고급 식료품점 FAUCHON포
숑이 에어프랑스 승객을 위해 만든 포숑 요리, 다양한 색상의 신선하고 섬세하
며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Healthy요리, 어린이들을 위한 My Fun Menu가 있
습니다. 
에어프랑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airfrance.co.kr 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파리로 가는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온라
인 요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하면 이 달의 온라인 특별 

에어프랑스는  1983년 한국에  취항한  최초의  유럽 항공사 
입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과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을 통해 에어프랑스 KLM 은 연간 1억 1천 4백만명의 승객을 전세
계 116개국 314개 도시로 모시고 있으며 유럽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는 두 허
브 공항을 거점으로 한 방대한 네트워크는 세계 어디로 가시든 가장 효율적인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어 프랑스는 서울에서 파리로 매일 2편 (대한
항공 공동운항편 포함)의 항공편을 BOEING 777기종으로 운항하고 있어 한
국에서  파리로 여행하시는  승객들에게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에어프랑스는 항공 업계에서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항공
사로 알려져 있으며,   비행 전, 비행 중, 비행 후까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승객의 기대와 여행 습관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있습
니다 (AF Press 앱,  Travel by Air France , 기내 인터넷 연결등). 
수 년간, 에어프랑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측면에서 볼 때, 2011 년에 비해 2020 년까
지 CO2 배출량을 20 % 감축할 계획입니다. 에어프랑스 KLM 은 2018년 “다
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전 세계 및 유럽지역 항공 운송 분야에서 14 년째 
리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에어 프랑스 하계 운항 스케줄 (2019년 5월 기준)

요금 및 보너스 마일리지와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행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공식 블로그에서
도 더욱 다양한 여행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공편 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고객들은 에어프랑스 카카오톡 플러
스 친구(@AIRFRANCE) 를 맺고 1:1 대화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항공편 정
보, 스케줄 변경 및 취소 또는 기타 에어프랑스 항공편 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에어프랑스 소셜 미디어 팀으로부터 한국어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금 09:00~18:00, 토-일 09:00~17:30).

플라잉블루 FLYINGBLUE
에어프랑스와 KLM의 공동 상용 고객 우대프로그램 플라잉 블루는 아이보리, 
실버, 골드, 플래티넘의 4단계 회원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엘리트 플러스 
회원(골드/플래티넘)은 대기자 명단 우선 순위, 비즈니스 클래스 체크인 카운
터 이용, 우선 탑승 혜택, 공항 라운지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뿐만 아니
라 엘리트 보너스 마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00 여개 목적지, 하루 18,000 여 항공편, 전세계 100여개의 제휴사를 가진 
플라잉 블루는 어디를 가든 마일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마일은 
온라인 구좌에 적립되며 선택한 목적지로 여행하는 보너스 항공권 및 그 외 다
양한 프로모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을 구입하여 친구에
게 선물로 줄 수 있으며, 꿈에 그리던 여행을 하기 위해 구좌에 마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너스 마일을 이용하면 보너스 항공권에서 호텔, 렌터카까지 다양한 보너스
를 받을 수 있습니다.에어프랑스-KLM, 플라잉 블루 참여 항공사, 스카이팀 제
휴사* 및 기타 제휴 항공사의 유효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비 항공 제휴사의 서
비스를 이용하면 보너스 마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에어 프랑스-KLM, 스카
이팀 제휴항공사를 20개월에 최소 한번만 이용하면 보너스 마일은 평생 유효
합니다.

블루비즈 BLUEBIZ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기업 고객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BlueBiz’ 프로그램은  
기업고객들에게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해드리는 제도로서 이미 유럽 출장이 
잦은 많은 기업에서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기업 직원이 에어프랑
스, KLM 네덜란드 항공을 이용할 때마다 Blue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 포인
트는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초과 수하물 구매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
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약시 BlueBiz 회원번호를 알려주시면 직원이 여행을 할때마다 BlueBiz 구
좌에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직원이 플라잉 블루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귀사의 
BlueBiz 구좌에 포인트가 쌓이고 직원의 플라잉 블루 구좌에는 개인 마일리
지가 적립됩니다. 

블루비즈 플러스
블루비즈 회원 중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블루비즈 플러스 회원
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비즈 플러스 회원인 기업의 경우 자주 여행하

편명
AF 267

AF 5093*
AF 261

편명
AF 264
AF 262

AF 5092*

운항구간

서울 - 파리

서울 - 파리

서울 - 파리

운항구간

파리 - 서울

파리 - 서울

파리 - 서울

출발시각

09:05
13:20
14:35

출발시각

13:10
18:45
21:00

도착시각

14:10
18:30
19:35

도착시각

07:10 (다음날)
12:55 (다음날)
15:00 (다음날)

운항요일

매일

매일

월, 목, 토

운항요일

매일

수, 금, 일

매일

AF 5093* / AF 5092*  : 대한항공에서 운항하는 공동운항 항공편 
AF 261 / AF 262 : 2019년 5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추가 항공편 

에어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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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개 목적지에 대해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잇으며 에어프랑스KLM 상용 
기업 담당 직원이 고객님의 회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www.airfrance.co.kr 또는 www.klm.co.kr 을 방문하신 후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블루비즈 회원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체크인 카운터를 이용하시면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이 
빠른 체크인이 가능하며 전용 라운지에서 컴퓨터, 전화, 팩스 등 비즈니스 서
비스와 간단한 식사 및 음료를 즐기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며 우
선 탑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에게는 실제 마일
리지의 125%를 적립해 주기 때문에 플라잉 블루 엘리트 회원의 특혜를 더 빨
리 누릴 수 있습니다. 침대로 변형 가능한 좌석에서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클
래스를 경험하세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사지 기능과 편안한 발판이 추가
된 새로운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이용하시면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여행하
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2미터 길이의 180도 침대형 코쿤식 좌석
으로 좌석 사이가 독립되어 캐빈 어느 좌석에 앉더라도 출입이 자유로워 승객
의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된다. 좌석의 부드러운 가죽, XXL 사이즈의 깃털
베개와 담요로 비행 동안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16인치의 개인 HD 터치 스크
린으로 업그레이드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2013년 세계 최고의 소믈리에로 선정된 ‘Paolo Basso’ 가 선정
한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애피
타이저, 세 가지 종류의 메인 코스 요리 및 에어 프랑스가 자랑하는  다양한 치
즈와 디저트, 에스프레소와 다양한 종류의 음료가 제공됩니다. 또한 비즈니스 
클래스 기내에 위치한 두 개의 스넥바에서 간단한 뷔페 식사 및 음료를 제공해 
드리므로 비행 중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별도로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파리 출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슐랭 스타 셰프 
Arnaud Lallement가 엄선한 기내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서 유명한 ‘운산’ 한식 레스토랑의 김윤영 셰프님의 전통 한식도 제공되고 있
습니다. 에어프랑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한식을 음미하는 미식가가 되어보
세요. 또한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은 일반 기내식 대신 알라카르트 메뉴를 추가 
비용 없이 주문 할 수 있습니다. 서울, 파리 출발 항공편에 한식을 포함한 다양
한 알라카르트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에어프랑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는 비행기 앞쪽 비즈니스
와 이코노미 클래스 사이에 독립된 캐빈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3열의 좌석 배열로 이코노미 좌석보다 40% 더 넓은 코쿤식 좌
석을 마련하여 더 넓은 개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죽 머리 받침대와 다리 받침대가 여러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
여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고 12인치 개인 HD터치 스크린과 넓
은 트레이, 소음감소 헤드폰, 개인 독서등, 전기 콘센트, USB 포
트와 노트북 전원이 제공되어 여유있는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여행하시면 출장과 휴가시 모두 부담 없
는 가격에 편안한 개인 공간을 공항에서부터 기내까지 다양한 
서비스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에어 프랑스 마일리지 프
로그램 플라잉 블루회원 이시면 최대 25%의 보너스 마일을 제
공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프레스앱(Air France Press App.)을 통해 태블릿
이나 스마트폰에 전세계 유명 신문과 잡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출발 전 30시간 전부터 항공기 도착 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앱과 모바일 사이트
(mobile.airfrance.com)를 통해  여행 중 어디에서도 쉽고 빠
르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SkyPriority, 공항 우대서비스
SkyPriority 전용 체크인 카운터를 이용하여 편리한 우대 탑승 
수속을 제공하며 최대 23kg의 수하물을 2개까지 수속, 수하물 
우선 취급, 우선탑승과 우선하기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내 서비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승객들에게는 스킨케어 용품이 들어있는 비
즈니스 클래스 여행용 키트, 생수, 양모 담요와 깃털 베개가 제
공됩니다. 기내식은 식전주로 시작하여 두 가지 메인 식사 메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 와인, 샴페인 및 주류를 제공해 
드리며 오픈 뷔페에서도 비행 내내 자유롭게 간식을 즐길 수 있
습니다. 

에어프랑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클래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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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여행 일정 구성하기
여행 일수와 기차 이용 계획에 따라 패스 구입을 결정했다면, 그 다음은 여행
의 동선을 구성하는 단계다. 가능한 한 많은 도시를 방문하고 싶을 때는 프랑
스가 갖춘 최고 수준의 고속 철도망과 철도 패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요
령이 필요하다. ‘10개 도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숙소를 열 번 이동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TGV가 닿는 곳이면 프랑스 내 주요 도시에서 충분
히 당일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너 곳의 거점 도시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 
주변 여러 도시들을 당일 코스로 왕복하며 여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컨대 파
리를 거점으로 프랑스 중-북부 도시를 당일로 다녀올 수 있고, 리옹이나 아비
뇽을 거점으로 남-동부 도시를 하루에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여
행 도시 수가 많다고 해도 매일 밤 짐을 싸느라 고민할 필요도, 무거운 트렁크
를 끌고다니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어 여행이 더욱 쾌적해진다. 거점 도시의 
숙소에 여러 일을 묵게 되므로 성수기가 아닐 때는 숙박비 추가 할인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떤 기차 상품이 내 여행에 맞을까?
기차 상품에는 크게 철도 패스와 구간 티켓이 있다. 여행 중 4회 이상 기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패스가, 3회 이하로 기차를 이용한다면 구간 티켓이 경제적
일 수 있다. 여행 일정을 대략적으로 짠 후 기차를 타는 횟수를 따져보면, 패스
나 구간 티켓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알 수 있다. 

레일유럽 홈페이지(raileurope.co.kr)에서 방문을 원하는 국가 수와 기차를 이용
할 일수(패스 사용 일수), 그리고 총 여행 기간과 자신의 나이를 입력하면 다양
한 가격대의 패스가 자동으로 추천된다. 요약해서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프랑스만 여행하는 경우: 
    유레일 프랑스 패스
•프랑스 + 1개 국가: 
    유로스타, 탈리스, TGV 리리아, 프랑스-스페인 초고속열차
•3개 이상의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유레일 글로벌 패스

패스, 구간 티켓 구입하기 
여행 출발 전 국내에서 가까운 여행사 및 레일유럽 홈페이지(raileurope.co.kr)에
서 자신에게 맞는 패스나 구간 티켓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티켓이나 패스의 검색과 
구입 역시 가능하다.

France on the Rail

ⓒ Maxime Huriez / SNCF

프랑스 기차 여행법   ① 기차 여행 계획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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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V
프랑스 철도의 자랑인 초고속 열차, TGV는 파리를 중심으로 서
쪽으로는 브르타뉴, 남쪽으로는 피레네와 지중해 연안, 동쪽으
로는 알프스와 알자스 지방까지 프랑스 전역을 빠르게 연결한
다. 뿐만 아니라 TGV는 프랑스에서 밀라노, 프랑크푸르트, 브뤼
셀과 같은 주변 국가로의 연결도 쉽고 빠르게 하였다. 1등석으
로 업그레이드하면 보다 넓은 좌석에서 더 편안하게 여행하고, 
기차역의 라운지 서비스도 이용해 볼 수 있다.

INTERCITÉS
TGV가 운행하지 않는 노선을 달리는 Intercités 열차는 밤낮으
로 300개 이상의 목적지를 연결한다. Intercités 열차도 1등석 
및 2등석을 제공하며, 별도의 좌석 예약이 필요하지 않아 패스 
소지자는 제약 없이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다.

TER
TER 열차는 주요 도시와 중소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열차이다. 
프랑스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열차로 운행 횟수도 차량 수도 
많아 같은 TER 열차라도 기차 종류에 따라 내부 구조가 다양한 
편이다. Intercités 열차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좌석 예약이 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 소지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19, 더 빨라진 TGV!
2017년 7월, 파리와 보르도, 툴루즈 및 렌을 시속 300km로 연
결하는 새로운 TGV가 운행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파리에서 파
리 서쪽에 위치한 렌, 낭뜨, 보르도 및 남서쪽의 툴루즈까지 더 
빠르고 더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의 열차 종류

1등석과 2등석
1등석 패스는 1등석과 2등석 모두를, 2등석 패스는 2등석만 이용할 수 있다. 
TGV나 TEOZ의 1등석 좌석에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사용자를 위한 콘센트가 
비치돼 있으며 좌석 크기, 시트 재질 등도 2등석보다 낫다.

패스 환불 또는 교환
유레일 프랑스 패스는 발권 이후 1년 이내에 환불이 가능(취소 수수료 공제)하
지만, 여권 번호 등을 패스에 조금이라도 기재하였다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 
분실 또는 도난시에도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구간 티켓
의 경우, 요금에 따라 다양한 환불 및 교환 조건이 있다. 특히 저렴한 요금의 구
간티켓인 경우, 환불 및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예약 시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Yann Audic / SNCF

ⓒAlex Profit / SNCF

ⓒPatrick Messina / SNCF

ⓒThalys International 

ⓒMatthieu Raffard / SN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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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일 프랑스 패스란?
유레일 프랑스 패스는 기차를 이용해 프랑스를 여행할 때 유용한 
패스이다. 패스 사용 기간 (1개월 내 1일~8일 중 선택) 동안 프랑
스 국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이 필수인 기차 예약 
시, 패스 소지자 할인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다양한 파
트너사의 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레일유럽 한국 홈페이지: raileurope.co.kr

패스 요금 할인받기
•유스 패스: 만 28세 미만의 여행자에 한함
•경로 패스: 만 60세 이상의 여행자에 한함
•어른과 함께 여행하는 어린이(만 12세 미만) 2명까지 무료

좌석 예약 
철도 패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차 탑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
다. 유로스타와 탈리스 등의 다른 유럽 도시 연결 노선과 모든 TGV 및 고
속열차(Teoz)는 반드시 사전에 좌석 예약을 해야 한다. 패스를 갖고 있더
라도 예약 요금을 내야 하는데, 패스 소지자용 특별 요금이 적용된다. 프
랑스 TGV및 고속 열차는 현지 예약 시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 한국에
서 출발 전 여행사의 실시간 온라인 예약 사이트나 레일유럽 홈페이지
(raileurope.co.kr)에서 패스 소지자 좌석 예약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 좋다. 
패스 소지자 좌석 예약 티켓은 반드시 패스와 함께 이용되어야 한다. 

패스 개시하기
패스에는 자신의 이름이 인쇄돼 있다. 그 밑에 있는 본인의 여권 번호와 
서명을 직접 해 둔다. 패스에 이름이 찍힌 본인만 패스를 사용할 수 있으
며, 때때로 기차에서 검표원이 확인을 위해 여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 처
음 기차를 타기 전에는 출발역에서 반드시 자신의 패스에 개시(Validate)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스탬프는 역 매표소에서 받은 뒤, 패스 사용 유효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다. 개시 스탬프는 패스를 처음 사용할 때만 받으
면 되며 이것이 없으면 패스를 갖고 있더라도 무임 승차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Brigitte Baudesson / SNCF

ⓒThalys International 

ⓒYann Audic / SNCF

France on the Rail
프랑스 기차 여행법   ② 철도 패스로 여행하기



Preparation | 출발 전 준비 17

1
2

3

5

6

7

8

4

패스에 기재된 정보

➊ 패스 소지자 이름
➋ 패스 소지자 거주지
➌ 이용 등급
➍ 여행자 구분

➎ 사용 기간
➏ 여권 번호
➐ 패스 첫 사용일 · 마지막 사용일
➑ 개시 스탬프

기차역에서
첫 기차 여행 전, 패스가 유효한 국가의 기차역 창구에서 반드
시 패스를 개시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가 반드시 역무원에 의해 
한번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행 전
패스 첫 사용일과 마지막 사용일 사이에서 기차 탑승일을 선택. 
하루 중 첫 기차 탑승 전 반드시 날짜 기입란에 기차 탑승일을 
순서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Yann Audic / SNCF

ⓒPierre-Antoine Pluquet / SNCF

ⓒPatrick Messina / SN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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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티켓이란?
구간 티켓은 이름 그대로 특정 두 도시 구간 이동에 유효한 티켓이다. 일반적
으로 요금대가 다양하며, 미리 예약하면 최대 60%까지 할인된 요금으로 구매
도 가능하다. 여행 중 2~3 구간만 기차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구간 티켓을 구
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티켓 예약하기
구간 티켓은 미리 서둘러 예약할수록 안정적인 좌석 확보는 물론 저렴한 요금
의 티켓을 예약할 수 있다. 프랑스 지역의 열차는 보통 90일 전부터 사전 예
약이 가능하므로 일정이 정해졌다면 구간 티켓 예약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구간 티켓 예약은 여행사의 실시간 온라인 예약 사이트나 레일유럽 홈페이지
(raileurope.co.kr)에서 출발 도시와 도착 도시, 탑승일을 입력하면, 열차 시간과 
가격 정보를 한번에 알아 볼 수 있고 바로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한 티켓은 온
라인상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기존 종이 티켓과 e-티켓 중 자신에게 맞는 
티켓을 선택할 수 있다.

e-티켓 종류

· Print at Station (TOD, Ticket on Departure): 기차 역에서 예약 번호로 종이 티켓
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기존 종이 티켓 수령에 필요했던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고 탑승 전 티켓 수령으로 티켓 분실의 염려가 적다.
· Print at Home: 개인 프린터에서 일반적인 A4용지에 바로 티켓 출력을 하
는 방식이다. 티켓 수령을 위한 배송비 절약은 물론 언제든 재 출력이 가능하
여 분실의 걱정이 없다. 또한 별도의 티켓 교환 절차가 없어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샤를 드 골 공항에서 바로 TGV 타기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대부분 파리를 통해 입국하게 된다. 기차로 파리에서 
바로 타 도시 혹은 이웃 국가로 가고 싶거나, 지방에서 바로 샤를 드 골 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싶다면 샤를 드 골 공항의 터미널 2에 있는 TGV 역을 이용하면 
된다. 파리의 주요 역에 비해 열차 운행 횟수가 적지만 시간 조율만 잘 하면 아
주 편리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Alex Profit / SNCF

France on the Rail
프랑스 기차 여행법   ③ 구간 티켓으로 여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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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스타란
유로스타는 유럽 대륙과 영국을 잇는 초고속 열차로 파리와 런
던(2시간 15분), 릴과 런던(1시간 20분) 등을 단시간에 연결한다. 
파리의 북역Paris Gare du Nord과 런던까지 다른 어떤 교통편보
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므로 국가를 넘나드는 당일 여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 탑승 전 출입국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적어도 열차 출발 1시간 전에는 역에 도
착해야 한다.

할인 혜택
사전 예약 여부 및 연령대에 따라 할인 혜택이 있으며, 패스(유
레일 프랑스 패스 등 프랑스에서 유효한 유레일 패스) 소지자는 
특별 할인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티켓
유로스타는 프랑스 지역 열차와 같이 종이 티켓과 e-티켓(Print 
at Station, Print at Home) 등 자신에게 맞는 티켓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유로스타 인기 노선
런던 - 파리 (2h 15m),  런던 - 브뤼셀 (2h 01m)
런던 - 릴 (1h 20m),  런던 - 리옹 (4h 41m)

유로스타 이용 팁
· 2 for 1(Eurostar Cultural  Offer): 유로스타 티켓 소지자는 
유로스타 도착지(런던, 파리, 브뤼셀, 릴, 리옹, 마르세이유)의 제
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한 명 요금으로 두 명이 입장할 수 있다
(상설 전시와 유료 전시 포함). 이 혜택은 유로스타 탑승일로부
터 5일 간 유효하다. 
· Any Belgian Station: 브뤼셀 출발/도착 유로스타 티켓으로 
열차 이용 당일 벨기에 국내 구간의 예약이 필요 없는 일반 열차
를 약간의 추가비용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예약 시 미리 요청해
야 한다.

Eurostar 유로스타

프랑스 이웃 국가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 노선

· 유로스타 EUROSTAR: 유로스타는 유럽 대륙과 영국을 잇는 초고속 열차로 런

던에서 파리를 2시간15분만에 연결한다. 파리의 북역Paris Gare du Nord에서 런

던 세인트 판크라스역St Pancras railway station까지 다른 어떤 교통편보다 빠르

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당일 여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 탑승 전 출입

국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여권 및 탑승권을 가지고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역에 도착해야 한다. 유로스타는 스탠다드, 스탠다드 프리미어(좌석에

서 식사 제공), 비즈니스 프리미어(코스 식사 및 역 내 라운지 이용 포함)의 총 

3개의 클래스로 서비스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 프랑스-스페인 초고속 열차 FRANCE-SPAIN HIGH SPEED: 프랑스-스페인 초고

속 열차는 파리와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툴루즈, 마르세이유, 리옹 등 프랑스

와 스페인의 주요 도시, 21개에 달하는 역을 쉽고 빠르게 연결한다. 프랑스의 

TGV(파리-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의 AVE(마르세유-마드리드, 툴루즈/리옹-바

르셀로나)를 타고 여행하며, 1등석 및 2등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 THALYS: 고속 탈리스는 파리, 벨기에, 네덜란드 및 / 또는 독일을 포함한 여정

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열차다. 2등석의 편안함을 즐기거나 퍼스트 클래스 티

켓으로 업그레이드 해 현지 풍미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TGV Lyria: TGV Lyria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프랑스와 스위스를 연결한다. 퍼스

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하고 무료 차가운 식사 또는 간식 및 음료가 제공되는 

국제선에서 LyriaPremiere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Alex Profit / SNCF

ⓒThalys International 

ⓒMatthieu Raffard / SN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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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찾아가기
GO TO TRAIN STATION

처음이라면 출발 20~30분 전까지 역에 도착하도록 한다. 프랑스의 기차 역은 
대부분 도시 중심부에 있어 찾아 가기가 어렵지 않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 한 
도시 내에 두 개 이상의 역이 있는 경우가 많고(파리 8개, 리옹 2개), 행선지와 
열차 종류에 따라 출발 역이 다르므로 예약 티켓이 있다면 티켓에 적힌 출발
역을, 그렇지 않다면 미리 정확한 출발역을 잘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시 외곽에 
TGV 전용 역이 따로 있는 도시도 많으므로(아비뇽, 엑상프로방스 등) 이 경우 
도심에서 TGV역까지 가는 교통편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1 패스 개시 및 사용일 적기, 구간 티켓 찾기
VALIDATE PASS

패스 개시 및 사용일 적기
패스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출발역에서 반드시 자신의 패스에 개시Validate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이후 플렉시 패스의 소지자의 경우 기차 탑승 전, 당일 
날짜를 패스에 직접 기재해야 한다. 날짜가 적혀 있어야만 해당일 패스가 유효
하다.

구간 티켓 찾기
Print at Station(TOD) 티켓의 경우, 열차 탑승 전 종이 티켓을 찾아야 한다. 
발매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예약 번호와 예약자 이름을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티켓 판매 창구에서도 받을 수 있다. Print at Home 티켓은 별도의 티켓 
교환이 필요 없다.

2

ⓒYann Audic / SNCF

France on the Rail
프랑스 기차 여행법   ④ 기차에 탑승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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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자, 콩포스테
COMPOSTAGE DE BILLETS

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든 매표소나 플랫폼 근처든, 눈에 잘 띄는 곳에 노란 
박스처럼 생긴 기계가 여러 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계에는 ‘콩포스타쥬 비
에Compostage de Billets’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티켓에 날짜확인도장을 찍어
주는 기계다. 패스를 갖고 TER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무시해도 좋지만, 
예약 티켓이나 패스 없이 따로 구입한 티켓 소지자라면 반드시 이 기계에 티켓
을 넣어 날짜확인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티켓 좌측에 인쇄된 커다란 바코드 부
분을 위로 향하게 해서 집어 넣으면 역 이름과 일련번호와 시각이 찍혀 나온
다. 프랑스에서의 철도 여행이 처음이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아무리 정당
한 티켓이라도 콩포스테가 돼 있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반드시 탑승 전에 확인
하도록 한다.

플랫폼과 열차 번호 확인
CHECK VOIE & TRAIN NUMBER

콩포스테를 마쳤다면 역 중앙 위에 있는 전광판이나 모니터, 혹은 큰 역의 경
우 플랫폼 근처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서 자신이 탈 기차가 서는 플랫폼Voie을 
확인한다. 예약 티켓이 있다면 티켓에 적힌 열차 번호(예: TGV 2360)와 행선
지, 출발 시각Départ 등을 역 전광판에서 찾아 확인하면 된다. 패스만 갖고 일
반 열차를 탑승하는 경우에는 역 입구 근처, 혹은 중앙 출입문 쪽에 있는 시간
표 게시판(그 날 날짜의 모든 출발 및 도착 시각Arrivée이 빼곡히 적혀 있다)에
서 자신이 가려는 곳과 열차 시각을 찾아 전광판에서 플랫폼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플랫폼 번호는 보통 알파벳이나 숫자로 되어 있는데, 파리의 리용 역 같
은 큰 곳에서는 문자 외에 색깔로 플랫폼을 구분하기도 한다(노란 사각형은 역 
동쪽의 야외 플랫폼에서 출발).

플랫폼에서 기차 탑승
VOIE & VOITURE

자신의 탑승 칸Voiture이 열차가 도착하는 플랫폼 어디쯤에 서는 지 알려주는 
전광판Composition des Trains이 플랫폼마다 설치돼 있으니 미리 해당 위치에
서 기다린다. 1등석이라면 차량 양쪽 끝부분(Voiture 2~3, 혹은 11~13)인 경우
가 많다. 트렁크 등 큰 짐을 갖고 있을 때는 열차 내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트
레이가 가까운 쪽 입구가 바닥이나 표지판에 표시돼 있으니 그 곳에서 기다리
는 것도 좋다. 

좌석 찾아 앉기
TAKING YOUR SEAT

기차가 도착해서 출입문이 열리면 출입문 쪽에 표시돼 있는 좌석 번호별 화살
표를 따라 차량 안으로 들어간다. 2층 열차duplex의 경우 2층으로 계단을 올
라가야 할 수도 있다. 일반 TER 열차는 원하는 빈 자리를 
찾아 앉으면 되고, TGV나 TEOZ는 티켓에 적힌 좌
석 번호Place Assise에 맞게 앉아야 한다. 좌석 번호
가 적힌 위치는 좌석 머리 위나 등받이 어깨 부근 
등 기차 마다 조금씩 다르다.

3

4

5

6

ⓒPatrick Messina / SNCF

ⓒMatthieu Raffard / SNCF

ⓒMatthieu Raffard / SNCF



프랑스 여행 | Before Your Departure22

폭신한 계란과 상큼한 사이다의 조화만큼 기차 여행의 기분을 돋워주는 메뉴도 없다. 프랑스의 기차 안에서 이런 
조합을 찾을 순 없겠지만, TGV와 함께 달리는 레스토랑에서 내놓는 다양한 음식 메뉴도 대단한 즐거움을 준다.

TGV 내 레스토랑, le bar
TGV의 레스토랑의 브랜드 명은 ‘le bar’다. 대부분의 TGV 열차에는 식당칸이 
마련돼 있다. 대개 열차 중간쯤에 있고, 2층 열차인 경우 레스토랑도 2층에 있
다. 창 밖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커피 한 잔과 크로아상을 먹고 싶
다고 기차 여행의 로망을 간직한 이는 말하곤 한다. 레스토랑의 창은 더 넓고 
높아서, 이런 꿈을 멋지게 실현시켜 줄 것이다. 단, 식사 시간 근처에는 줄이 굉
장히 길어지니 줄 서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

메뉴 주문하기
레스토랑 담당 승무원이 있는 카운터로 가서 필요한 음식들을 주문한다. 카운
터에 비치된 메뉴판이나 카운터 옆에 붙은 메뉴판이나, 영어 메뉴를 찾기 힘들
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들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다. 일반 식당에서 몇 번 주
문해 본 경험이 있다면 크게 어렵진 않다.

À la Carte: 원하는 것들을 각각 고를 수 있는 개별 메뉴다. 샌드위치와 따뜻한 
음식Plats Chauds, 샐러드Salades, 디저트Desserts, 과자나 캔디Friandises, 음료
Boissons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샌드위치로는 치즈Fromages, 햄Jambon, 치
킨Poulet 등이 기본 종류고 가격은 3.50~6.30€사이다. 따뜻한 음식에는 크로
크 무슈(Croque Monsieur, 햄과 치즈를 곁들여 바삭하게 구운 프랑스 식 토스
트)와 퀴쉬(Quiche, 양파 등 야채와 고기를 갈아 넣은 일종의 파이), 리조토, 훈
제 연어 같은 찐 음식Plat vapeur 등이 6.30~9.00€사이에 판매된다. 샐러드나 
디저트, 과자류는 메뉴를 알아보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며, 음료에는 물과 
탄산음료 등의 차가운Fraîches것, 커피와 핫초코 등의 뜨거운Chaudes 것, 그리
고 맥주와 와인Bières et Vins까지 다양하다.

Formules: 여느 레스토랑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세트 메뉴’가 준비돼 있다. 
주스 등 음료와 크로아상, 잼과 버터가 나오는 아침메뉴(Petit Déjeuner, 6.40€), 
치즈 샌드위치와 음료, 머핀으로 구성된 저렴한 메뉴(Petit Prix, 6.90€)가 가
벼운 요깃거리로 좋다. 좀 더 배가 고픈 이라면 가격에 따라 다른 메인 디쉬
와 쿠스쿠스 같은 사이드 디쉬(계절마다 다름)와 한 가지 음료로 구성된 사뵈
르(Saveur, 8.90€), 엥콩투르나블(Incontrournable, 10.90€), 에스프리 트레퇴르
(Esprit Traîteur, 12.90€) 등에서 고를 수 있다. 디저트로는 머핀(1.60€), 과일 샐
러드(2€), 그랑 마카롱(3€) 등이 있다. 아이들을 위한 앙팡 메뉴(Menu Enfant, 
작은 메뉴와 음료에 장난감 선물이 들어 있다)도 있다.

계산 뒤 식사
메뉴를 주문한 뒤 현금 혹은 카드로 지불한다. 간단한 빵과 음료 등은 그 자리
에서 바로 나오지만 핫디쉬가 포함된 주문일 경우 조리 시간이 조금 걸린다.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은 자리에 갖고 가서 먹어도 무방하지만, 레스토랑에 있
는 넓은 창과 바를 보면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이다. Bon Appetit!

In-Train Restaurant

ⓒPatrick Messina / SNCF ⓒPatrick Messina / SNCF

레일 위의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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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내내 계속되는, 놓치지 말아야 할 프랑스의 축제

Festival & Event
프랑스는 일년 내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문화, 스포츠 행사들이 열리는 ‘축제와 이벤트의 나라’이기도 하다. 
기간별 행사들을 미리 알아두어 여행 계획에 참고하자. 내 취향에 딱 맞는 보다 많은 축제 정보는 프랑스 관광
청 홈페이지(kr.france.f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월 Janvier
겨울 세일 Winter Sales 
약 6주간 프랑스 전역에서 진행되는 최대 세일 축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할인율은 최대 80%까지이며 세일 기간 끝으로 갈수록 할인
율이 높아진다.    프랑스 전역

앙굴렘 국제 만화축제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전 세계의 만화와 애니메이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유럽 최대 만화 
축제. 대형 박람회는 물론이고 앙굴렘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여 광
장과 거리 곳곳에서 콘서트, 만화 전시, 영상 상영 등이 펼쳐진다. 1974년 축제
가 처음 생겨난 이래로 매년 20만명이 축제를 방문하고 있다.

 앙굴렘   bdangouleme.com

2월 Février
클레르몽페랑 국제단편영화제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파리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위치한 프랑스 중부의 작은 도시 클레르몽페랑에서 
열리는 ‘단편영화제의 칸’. 40년 이상 세계 최대 단편영화제 자리를 지키고 있
는 전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클레르몽페랑   clermont-filmfest.org/en

니스 카니발 Nice Carnival
매년 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세계적인 카니발 축제. 약 15만 
개 이상의 램프가 축제의 주요 무대인 마세나 광장부터 영국인의 산책로까
지 환하게 장식한다. 반드시 봐야 할 3대 퍼레이드는 카니발 퍼레이드Corso 
Carnavalesque, 빛의 카니발 퍼레이드Corso Carnavalesque Illuminé, 꽃의 전쟁La 
Bataille de Fleurs이다.

 니스   nicecarnaval.com

망통 레몬축제 Lemon Festival
망통에서 재배되는 감귤류 과일, 꽃, 식물들을 주제로 펼쳐지는 상큼한 축제. 
특히 대회의 마스코트 ‘존 레몽’의 모티브가 된 레몬은 예로부터 망통에서 가

장 전통이 깊고 많이 생산되는 과일로 손꼽힌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금빛 과
일 퍼레이드(Corso des Fruits d’or)를 놓치지 말자.

 망통   fete-du-citron.com

3월 Mars
파리 하프 마라톤 Harmonie Mutuelle Semi de Paris
따스한 봄기운 속에서 파리의 로맨틱한 풍경들을 만끽하며 달릴 수 있는 하프 
마라톤 대회. 코스를 따라 흐르는 음악 공연의 선율이 마라톤 코스를 더욱 낭
만적으로 만들어 준다.  매년 전세계 4만 명 이상의 러너들이 참가하고 있다. 

 파리   harmoniemutuellesemideparis.com/en/

구 드 프랑스 Goût de France / Good France
매년 3월 21일 전후로 전 세계인들이 같은 날 프랑스 음식을 즐기는 세계 최
대 프렌치 미식 축제. 2019년에는 프랑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3000곳 이
상의 프렌치 레스토랑들이 축제에 참여해 구 드 프랑스 특별 메뉴를 선보였다. 
홈페이지에서 구 드 프랑스 참가 레스토랑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전역   goodfrance.com

생테티엔 국제 디자인 비엔날레 
Biennale Internationale Design Saint-Étienne 
유네스코가 지정한 ‘디자인 창의도시’인 생테티엔에서 열리는 디자인 축제. 과
거 군수 · 탄광 산업이 성황 했던 이곳은 최근 도시 전체가 아트와 디자인으로 
옷을 갈아입은 혁신 디자인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디자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라면 반드시 한번 방문해보자.

 생테티엔   biennale-design.com/saint-etienne

4월 Avril
아트파리 아트페어 Art Paris Art Fair 
파리에서 매년 봄 펼쳐지는 현대 예술 축제. 전 세계 20여개국 150 여 곳의 현
대 예술 갤러리의 주요작품들을 파리의 역사적인 전시 공간인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파리   artparis.com

니스 카니발 ⓒ ALEXANDRE CHAILAN OTCN파리 하프 마라톤 ⓒ ASO_Thomas Mah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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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마라톤 Le Schneider Electric Marathon 
샹젤리제 대로를 출발해 뱅센 숲, 불로뉴 숲 등 파리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지
나며 42.195km 를 달리는 프랑스의 대표 마라톤. 매년 약 145개 국적을 가진 
5만 5천명 이상의 참가자가 함께한다.

 파리   schneiderelectricparismarathon.com
 
세계 정원 축제 Festival International des Jardins 
세계 각국의 조경사와 정원 디자이너들의 공모작을 엄선해 선보이는 프랑스 
최고의 정원 축제. 매년 달라지는 그 해의 컨셉에 맞게 꾸며진 30개의 색다른 
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쇼몽 성   domaine-chaumont.fr/fr/festival-international-des-jardins

아를 부활절 축제 Feria de Pâques 
고흐의 도시로 유명한 아를의 또 다른 명물은 ‘투우’다. 2천년 전 고대 로마인
들이 지은 아를 원형경기장에서 투우 경기가 펼쳐지며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
는 음악이 축제의 흥겨움을 더한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아를
의 대표 축제. 

 아를   arenes-arles.com

5월 Mai
테이스트 오브 파리 Taste of Paris 
파리 그랑 팔레에서 4 일간 펼쳐지는 미식 행사. 미슐랭 스타 셰프, 떠오르는 
신예 셰프 등 유명 셰프들의 요리를 시식해 볼 수 있으며 요리 시연, 요리 강연, 
시음회 등 다채로운 미식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파리   paris.tastefestivals.com

칸 국제영화제 Canne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영화제. 쪽빛 지중해와 화려한 스타들로 눈부신 
남프랑스 휴양도시를 만끽해 보자. 

 칸    www.festival-cannes.com

유럽 박물관의 밤 European Night of Museums 
프랑스의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들이 특별 야간 개장을 하는 날. 이 날은 입장
료 없이 무료로 방문객들에게 개방되니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자.

 프랑스 전역    nuitdesmusees.culture.gouv.fr

모나코 그랑프리 Formula One Grand Prix 
세계 최고의 자동차와 드라이버를 가리는 F1의 모나코 레이스. 아름다운 해변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복잡한 트랙 위에서 머신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모습이 압권이다.

 모나코   www.formula1monaco.com

몽생미셸 마라톤 Marathon, Bay of Mont Saint-Michel 
프랑스와 세계 각지에서 온 5,000 명의 러너들이 참가하는 몽생미셸 마라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유네스코에게 인정 받
은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자연을 내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말자. 

 몽생미셸  www.runinmontsaintmichel.com/fr/les-courses/marathon

롤랑가로스 프렌치 오픈 테니스 대회 
Ronland Garros International French Open 
프로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프랑스 오픈은 클레이 코트에서 펼쳐 

지는 유일한 메이저 대회다. 슈퍼스타들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게 한 클레이 코
트만의 재미를 느껴보길.

 파리   www.rolandgarros.com

6월 Juin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축제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and market 
알프스 호숫가 자락에서 세계 곳곳의 애니메이션 걸작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야외 상연 행사도 마련되어 있어 공기가 맑은 6월의 안시를 즐
기기에 제격이다. 

 안시

보르도 강 축제 The Bordeaux River Festival  
보르도 강변에서 4일간 펼쳐지는 축제. 무료 콘서트, 테마 전시, 대형 선박, 수
상 액티비티, 화이트 와인 시음, 야간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보르도   www.bordeaux-fete-le-fleuve.com

뮤직 페스티벌 Fête de la Musique 
해마다 초여름이면 프랑스 전역에서 수많은 뮤지션들이 거리에 나와 대규모 
음악 공연을 펼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음
악 축제. 

 프랑스 전역  fetedelamusique.culture.gouv.fr

여름 세일 Summer Sales  
겨울 세일과 마찬가지로 여름에도 프랑스 전역에서 6주간의 대형 세일을 즐
길 수 있다. 의류, 전자제품, 홈데코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온, 오프라인에서 진
행된다.

 프랑스 전역

7월 Juillet
아비뇽 페스티벌 Avignon Festival 
1947년 장 빌라Jean Vilar에 의해 시작된 아비뇽 축제는 프랑스는 물론 세계
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연극 공연 축제 중 하나이다. 작은 교회에서부터 
2000석의 관중석이 있는 교황청까지 아비뇽 시내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
모한다. 

 아비뇽   www.festival-avignon.com

프랑스 혁명기념일 Fête Nationale Française 
독립기념일이 미국 최대의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날이라면, 프랑스에서는 바
스티유데이에 최대의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샹젤리제에서의 군사 퍼레이드까
지 포함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린다. 

 프랑스 전역 

니스 재즈페스티벌 Nice Jazz Festival  
이웃 동네 칸에서 5월의 영화제가 끝이 나면 니스는 한 여름 밤의 재즈 축제로 
이에 화답한다. 고색창연한 로마 유적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들과 
타 장르 가수들이 환상적인 공연을 펼친다.

 니스    www.nicejazzfestival.fr

몽 생 미셸 마라톤 ⓒ RuninMontsaintmichel 파리 플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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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옹 빛의 축제 ⓒ M.Chaulet - Ville de Lyon 크리스마스 마켓 ⓒ Christophe HAMM

투르 드 프랑스 Tour de France
3주 동안 3,500km에 이르는 프랑스 전역의 도로를 질주하며 인간 한계를 시
험하는 세계 최고의 사이클 대회. 7월 셋째 주 혹은 넷째 주 일요일에 파리 샹
젤리제 거리에서 그 피날레를 장식한다.

 www.letour.fr

에비앙 챔피언십 Evian Championship 
물과 웰빙의 도시로 잘 알려진 에비앙은 LPGA 5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에
비앙 챔피언십의 개최지로도 명성이 높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이 대회에서 수 
차례 화려한 성적을 거둔 뒤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에비앙   www.evianchampionship.com

파리 플라주 Paris Plage  
한 여름 파리 시내의 강변이나 운하 주변에는 ‘백사장’이 생긴다. 진짜 모래와 
선베드, 파라솔과 야자수로 장식된 이 해변 아닌 해변은 ‘에펠탑을 등에 업고 
일광욕하기’ 같은 꿈같은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파리 

8월 Août
로리앙 켈트족 페스티벌 Inter-Celtic Festival 
매년 열흘 간 브르타뉴의 로리앙에서 펼쳐지는 최대 켈트족 문화 축제. 전 세
계에서 온 4500명 이상의 켈트족 음악가, 댄서, 영화인 등이 축제를 꾸민다. 
켈트족들이 즐기는 스포츠, 음악, 의복 문화 등을 오감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로리앙   www.festival-interceltique.bzh

락엉센 뮤직 페스티벌 Rock en Seine Music Festival 
프랑스에서 가장 큰 록 페스티벌이자 젊은 대중 음악 축제로 최대 12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프랑스식 정원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세계적인 록 스타들이 
공연을 펼친다.

 파리   www.rockenseine.com

릴 벼룩시장, 그랑드 브라드리 
Grande Braderie de Lille flea market and fair  
9 월 첫 번째 주말에 열리는 유럽에서 가장 큰 벼룩시장. 콘서트와 먹거리 또
한 풍성하니 여유로운 일정을 가지고 방문하자. 

 릴   www.lille.fr/Braderie-de-Lille-en

9월 Septembre
도빌 미국 영화제 American Film Festival 
영화 ‘남과 여’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노르망디의 도시, 도빌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미국 영화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부터 독립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
개한다.   도빌   www.festival-deauville.com 

샤르트르 빛 축제 Chartes en Lumières 
샤르트르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밤 눈부신 조명으로 색동옷을 입는다.  특
히, 9월 중순에 펼쳐지는 ‘빛 축제’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무료 공연, 전시 등과 
함께 더욱 화려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샤르트르  www.chartresenlumieres.com

유럽 문화유산의 날 European Heritage Days 
9월 셋째 주 주말 동안에는 평소 방문이 어려운 대통령 관저 엘리제 궁을 비롯
해 프랑스 전역의 17,000여곳의 국립 유형 문화재 지정지들을 무료로 방문해 
볼 수 있다. 

 프랑스 전역   www.journeesdupatrimoine.culture.fr

10월 Octobre
백야 축제  Nuit Blanche
10월의 첫 번째 주말에 파리를 찾는다면 밤을 새울 만반의 준비를 하자.  파리
의 여러 박물관들과 클럽, 바 등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와 흥겨운 축제를 밤새
도록 즐길 수 있다.  

 파리   www.facebook.com/NBParis

몽마르트 포도수확 축제 Fête des Vendanges Montmartre  
매년 약 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파리의 유서 깊은 와인 축제다. 전시회, 
콘서트, 장인이 만든 와인 시음 등 다양한 행사가 매년 몽마르트에서 펼쳐진
다.    파리   www.fetedesvendangesdemontmartre.com

살롱 뒤 쇼콜라 Salon du Chocolat 
프랑스 최대 초콜릿 박람회. 초콜릿으로 제작한 조각상, 의상 등 특별한 작품
들을 감상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초콜릿들을 맛볼 수 있는 달콤한 행사. 

 파리   www.salon-du-chocolat.com

11월 Novembre 
코레디씨 Corée d’ici  
프랑스 남부도시 몽펠리에의 한복판에서 즐기는 한국 문화 예술 축제. 몽펠리
에 시와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한국 영화 상영, 전시회, 비보
이 그룹의 힙합공연, 한식 만들기, 다도 시연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지
인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진행된다.

 몽펠리에   www.festivalcoreedici.com/ 

부르고뉴 와인 축제 Trois Glorieuses 
매년 11월 셋째 주에 3일간 펼쳐지는 부르고뉴 최대 와인 축제. 세계적인 와인 
자선 경매 행사를 비롯해 부르고뉴 현지 와인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본   hospices-beaune.com

12월 Décembre
크리스마스 마켓 Christmas Market  
12월이 되면 프랑스 전역에 크리스마스 마켓들이 들어선다. 크리스마스 장식
품들은 물론이고 뱅쇼, 츄러스 등 겨울 축제 필수 메뉴들을 맛볼 수 있다. 특히,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를 비롯한 알자스 지역에 방문하면 마치 크리스마스 
마을에 온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프랑스 전역   www.marchés-de-noël.com/france

리옹 빛의 축제 Fête des Lumières 
가장 인기있는 프랑스 겨울 축제 중 하나. 축제 기간 동안 리옹 도로변의 모든 
집들은 창가에 등을 설치해 더욱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푸르비에르 언
덕을 비롯해 도시 내 주요 건물과 광장들이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든다.

 리옹   www.fetedeslumieres.lyon.fr



프랑스 여행 | Before Your Departure26

Highlights 2019~2020
2019-2020년 프랑스 각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행사 

2019 마르세유 프로방스 미식의 해  
MPG 2019, l’année de la gastronomie  
2019년 3월 ~ 12월  

프로방스의 맛을 찾아서 
로제 와인, 올리브, 부야베스, 염소치즈, 샤토뇌프 뒤 파프... 풍부한 색감만큼이
나 다채로운 음식을 자랑하는 프로방스 지역이 2019년을 ‘미식의 해’로 지정
해 프로방스의 맛을 대중들에게 적극 선보인다. 12월 말까지 마르세유를 비롯
한 프로방스의 도시들에서 1000여개의 맛있는 행사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 펼
쳐질 예정이다. 2019년 프로방스를 반드시 방문해야 할 이유.

 www.mpg2019.com 

ⓒ c. F.MILLO

ⓒ M.C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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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망디 상륙작전 75 주년  
75ème anniversaire du Débarquement 
2019년 5월 ~ 여름 

역사 속으로 떠나는 프랑스 북서부 여행
1944년 6월 6일,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은 최대 상륙작전이 프랑스 북서부 노
르망디 지역에서 펼쳐졌다. 2019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작전
이 펼쳐졌던 해변을 비롯해 각종 박물관과 전투현장에서 특별한 기념행사를 
갖는다. 당시 상황을 재현한 낙하산 투하, 군사 기지는 물론이고 화려한 무도
회, 퍼레이드, 불꽃놀이까지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있다. 특히 6월 5일에
는 유럽, 미국 등의 공군기들이 영국에서 이륙하여 프랑스 캉Caen 인근에 위치
한 카르피케 공항에 착륙해 1944년 당시 30여 대의 공군기 투입으로 전개되
었던 대스크 오버 노르망디 작전을 재현한다. 이번 공중쇼에 참가하는 조종사
들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 조종사들이 입었던 것과 같은 군복을 입고 항공
기에서 하강하는 퍼포먼스 또한 선보인다. 관객들에게는 항공기 조종석에 앉
아볼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주어진다. 환상적인 공중쇼 관람의 기회를 절대 놓
치지 마시길!

 www.normandy-dday.com 

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  
Coupe du Monde Féminine 2019 

2019년 6월 7일 ~ 7월 7일  

다시 한번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 속으로!
프랑스의 9개 도시에서 2019년 FIFA 여자월드컵의 52개 경기가 열린다. 빛의 
도시 파리Paris, 알프스 자락에 위치한 그르노블Grenoble, 미식 도시 리옹Lyon, 
건축 도시 르 아브르Le Havre, 지중해 연안도시 몽펠리에Montpellier, 코트다
쥐르의 여왕 니스Nice, 샴페인의 도시 랭스Reims, 벨기에 근접 도시 발랑시엔
Valenciennes, 브르타뉴의 주도 렌Rennes이 이번 대회 개최도시로 엄선됐다.  6
월 7일 파리에서 열리는 개막전은 한국팀과 프랑스팀이 경기를 펼친다.  프랑
스에서 뜨거운 축구의 열기를 느껴보고 한국 팀도 응원하자.

 www.fifa.com/womensworldcup/ 

노르망디 인상파 축제 
Festival Normandie Impressionniste 

2020년 4월 3일 ~ 9월 6일 

모네의 명화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방법
지베르니, 루앙, 르 아브르, 에트르타... 인상파가 태동한 천혜의 자연과 풍경을 
갖춘 노르망디의 도시들이 ‘인상파 축제’를 개최한다. 2010, 2013, 2016년에 
이어 2020년, 네 번째로 개최되는 노르망디 인상파 축제는 전시, 현대 미술, 
음악, 연극, 춤, 사진, 영화, 잔디 위에서의 식사와 같이 오감으로 인상주의를 체
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한다. 모네, 고갱, 피사로, 부댕 등 노르망디를 
배경으로 활동한 화가들의 흔적을 좇는 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매회 축제
를 가득 메운다.

 www.normandie-impressionniste.eu 

ⓒ Thierry Houyel

ⓒ Jean-Francois Lange

ⓒ L. De Serres ⓒ Chateau du Clos Luce - Leonard de Serres

ⓒ Shinjoon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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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Cathédrale Notre-Dame de Paris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로도 친숙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성당. 
1163년에 초석이 놓였으며 초기 고딕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건축사적 가치
가 높은 곳이다. 노트르담은 ‘우리의 성모’라는 뜻으로 프랑스 최초로 성모 마
리에게 봉헌된 성당이며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보관되어 있는 종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성당이다. 파리의 중심 성당에서 한국어 미사를 드리는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말자. 

프랑스를 좀 더 색다르게 여행할 수 있는 루트를 소개한다.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수도원 ‘몽 생 미셸’부터 매년 수
백만의 환자들과 순례자들이 찾는 ‘기적의 샘물’까지. 평소 성지순례 여행을 꿈꾸던 사람은 물론, 바쁜 일상을 뒤로
한 채 여유와 힐링이 있는 여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Pilgrimage tour 
     in France

프랑스로 떠나는 성지순례 여행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 Paris Tourist Office - Marc Bertrand

파리

몽생미셸

루르드

솔렘수도원

리지외

추천 동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기적의 메달 성당               리지외  
             몽 생 미셸              솔렘 수도원              루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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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적의 메달 성당  
Chapelle Notre-Dame de la Médaille Miraculeuse
파리 뤽상부르 공원 근처에는 전세계 순례자들이 찾는 아주 작고 특별한 성당
이 있다. 가타리나 수녀는 저녁 묵상을 하던 중 성모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다. 
성모 마리아는 지구본을 밟고 서있었고 손끝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 지구본을 
비추었으며 성모 주변 타원의 판에는 금색으로 « 오!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
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
다. 마리아는 가타리나 수녀에게 보여준 형상을 따라 메달을 제작할 것을 명했
고, 오늘날 이 메달은 전 세계의 많은 신자들이 착용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
적의 메달이 되었다. 화려하고 크진 않지만 성모 발현의 기적과 가타리나 성녀
의 유해가 모셔진 파리도심 속 작은 경당을 둘러보자. 

리지외 Lisieux
리지외에서는 작은 길 이라는 자신의 고유한 영성을 갖고 아기 예수의 삶을 쫓
으며 짧은 생을 헌신한 소화(小花) 데레사 성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 15세
의 나이에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해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남을 위해 기도하고 
봉헌하는 삶을 살던 그녀는 24세에 폐결핵으로 생을 마감했다. 리지외의 바실
리카에서 미사 봉헌을 하고 9년이라는 짧지만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준 그
녀의 발자취를 따라 유년시절을 보낸 집과 가르멜 수녀원을 방문해보자. 

몽 생 미셸 Mont-Saint-Michel
오베르 주교는 미카엘 대천사의 계시를 받아 조수 간만의 차가 15m인 갯벌 위
에 홀로 서있는 작은 바위산 위에 708년 초석을 놓아 ‘미카엘 대천사의 산’이
라는 뜻의 몽 생 미셸 수도원을 건립한다. 최후 심판의 날에 인간의 죄의 무게
를 감정하는 천사가 바로 미카엘 천사라는 믿음을 가진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혼의 무게를 심판 받는 마음으로 몽 생 미셸을 찾았다. 
지금은 6명의 수사와 7명의 수녀가 그 전통을 이어오는 작은 수도원이지만 여
전히 매년 3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프랑스 최대의 관광지이기도 하다. 

솔렘 수도원 Abbaye Saint-Pierre de Solesmes
솔렘수도원은 세계 최대의 그레고리안 성가 악보소장처이다. 그레고리안 성
가는 중세 유럽에서 태어난 가톨릭 미사 음악의 한 갈래이다. 19세기 교황 비
오9세의 명에 따라 솔렘 수도원에서 그레고리안 성가의 복구 작업이 진행되
어 오늘날까지 가장 많은 그레고리안 악보를 보유하고 있는 수도원이 되었다. 

또한 이곳은 지금도 성 베네딕트의 가르침에 따라 아침기도를 시작으로 끝기
도까지 하루 일곱 차례 기도를 하는 경건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루르드 Lourdes
19세기 중반, 피레네 산맥 근처 산골마을에 살던 소녀 벨라뎃다는 무려 18차례 
성모 마리아를 만난다. 나보다 더 못 배우고 가난한 이가 있었다면 그에게 발
현 하셨을 것이라는 벨라뎃다의 고백처럼 성모 마리아는 가난한 소녀 앞에 나
타났다. 그리고 그녀에게 샘을 파도록 지시했는데, 벨라뎃다가 손으로 판 우물
은 지금도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루르드의 샘물’로 불리며 매해 전세계 수
백만의 순례자들과 환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기적수를 받아 마시고, 멋진 
장관을 이루는 야간 촛불행렬까지 참여해보자. 

여행 준비하기
프랑스 성지순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유로 자전거나라를 주목하자. 유럽 
전문 여행사 유로 자전거나라는 매년 약 10만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돈보스코 장백관 대표는 매년 직접 순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
의 주요 성지를 순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성지순례 테마에 알맞
게 각 성지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관광 요소를 포함한 
알찬 일정을 제공한다. 전 일정 4성급 호텔이며 안전을 고려한 최고급 버스로 
이동한다.
문의 02)723-3403, tour@eurobiketour.kr      홈페이지 eurobike.kr
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에서도 프랑스 성지순례 여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kr.france.fr/ko/theme-spirituality

루르드 야간 촛불행렬 ⓒ P. Vincent 13 - OT Lourdes

리지외 생트 테레즈 바실리카 ⓒ Atout France, CDT Calv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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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가 그랬다. 이겨도 아직 배가 고프다고. 사
랑에 눈 먼 연인이 그랬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고. 파리가 딱 그런 도시다. 욕심이 너무 많
아 어떤 찬사를 바쳐도 부족함을 느끼는 도시. 어
디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파리이기에 용서가 
되는 도시. 그런 파리를 여행하는 데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다만 힌트는 있을 수 있
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염두에 두면, 그리고 
이것만은 꼭 해 보면 여행이 더 재미있더라 하는 
힌트. 그런 것들만 가슴에 품고 시내를 활보하자. 
‘어딜 가나 그림’이라는 상투적 표현을 그동안 아
껴 놓았다면, 다름아닌 이곳에서 맘껏 써 보시길.FlyView Paris horizontale

Coup de cœur 프랑스 관광청 추천 장소

보고 있어도 보고싶은
모든 여행자의 연인

Everlasting
Lover

Paris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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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METRO
파리에서 가장 편리한 이동 수단은 지하철이다. 모
두 14개의 노선이 파리 곳곳을 거미줄처럼 연결한
다. 지하철 역을 나타내는 사인을 보고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파리 
도심에서는 역간 거리가 가까워 지하 통로로 연결
돼 있는 경우도 많다(대표적으로 생-라자르 역과 
하우스만 생-라자르, 아브르 코마르탱, 오베르, 오
페라 역은 모두 통로로 연결돼 있다).

광역 노선 RER
지하철 노선도에 함께 기재돼 있어 보통 지하철로 
생각할 수도 있는 RER(Réseau Express Régional)은 
파리 도심과 일드프랑스의 교외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노선으로, 열차 생김새부터 메트로와는 다르
다. RER은 A부터 E까지 모두 5개의 노선이 있으
며 역 간격이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멀다. 같은 알
파벳의 노선이라도 목적지가 달라지므로 확인을 
잘 해야 한다. 4자리 알파벳으로 행선지가 표시되
는데, 예를 들어 RER B 노선을 타고 샤를 드 골 공
항에 가기 위해서는 B노선의 열차 중 열차 코드가 
E로 시작되는 것(E···)을 타야 한다. RER 노선의 플
랫폼에는 항상 다음 열차가 어느 역에 정차할 지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으므로 자신이 가려는 목적
지 역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타면 된다. 

버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RATP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바깥 풍경을 보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해당 노선 번호와 행선지를 확인한 뒤 이용하
면 된다. 지하철과 버스 티켓에 구분이 없으며, 지
하철에서 표를 기계에 통과시키듯 버스를 탈 때에
도 운전석 옆에 있는 기계(콩포스퇴르composteur)
에 넣어 탑승 표시를 찍어야 한다.

티켓(t+)과 패스
티켓 t+는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여행자들에게 적
합하다. 지하철, RER (1구역), 일-드-프랑스 버스 
라인(오를리버스와 루아시 버스 예외), 트램, 몽마
르트 케이블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장당 1.90€

카르네 t+ 10장
싱글 티켓 10장을 묶은 카르네(10세 이상부터 일
반요금)를 14.50€에 사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Mobilis 모빌리
모빌리는 선택한 구역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다. 일 드 프랑스 교통 수단, 지하철, 
RER, 버스, 트램, 기차를 이용 할 수 있다. 필레오
(Filéo)와 보게오(Voguéo), 공항 연결 노선(Orlyval, 
Orlybus, Roissybus, RER을 이용한 오를리와 루아시)은 
제외되며, 오를리 공항을 연결해주는 183과 285
라인, 루아시 공항을 연결해주는 350과 351라인
은 가능하다. Zone 1-2부터 Zone 1-5 사이의 구
간별로 요금이 다르다. Zone 1-2 1일권 가격은 
7.5€. 국내에서 구입 가능하다.

 parisvisite.co.kr

택시
우리 나라에서처럼 아무 곳에서나 택시를 불러 세
우기가 쉽지 않다. 주요 역과 지하철 역 근처에 지
정 택시 승강장이 있다. 조수석에는 거의 앉을 수 
없고, 트렁크 등 큰 집을 실을 때는 추가 요금 1€가 
붙는다. 시간대, 요일, 행선지 별로 km당 요금도 
다르다. 

여행자 패스
모든 종류의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패
스는 큰 지하철 역과 RER 역, 공항과 파리 시내 
SNCF 사무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90분간 티켓
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하루 동안 타고 내
릴 횟수를 잘 따져보고 구입할 것. 이동 횟수가 적
으면 카르네가, 많으면 패스가 유리하다.

파리 비지트 Paris Visite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박물관 등에서 할인 혜
택도 있는 패스. 정해진 구간(Zone 1~3, Zone 1~5) 
내에서 정해진 날짜(1~3, 5일)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Zone 1~3 구간의 3일 비지트 패스 가격은 
29.40€며, 출국 전 국내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070-8787-3670(한국)  parisvi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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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 La Tour Eiffel
‘철의 여인’이라는 불리는 에펠탑.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1,665개의 
계단을 두발로 올라 360° 파리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2층에는 
파리를 내려다보며 훌륭한 식사
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 
에펠탑은 매일 밤 정시가 되면 5분간 눈부신 빛을 발하며 반짝이는데, 파리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새벽 1시까지 계속되는 이 아름다운 
쇼에는 무려 2만개의 전구가 사용된다.

 Champ de Mars, 7e   01-44-11-23-23   tour-eiffel.fr  
 리프트 7월7일 - 9월 1일 09:00~00:45am, 그 외 기간 09:30~ 23:45

 Champ de Mars-Tour Eiffel Ⓒ, Bir-Hakeim ⑥  
  계단 (2층) - 10.20 / 12-24세 5.10 /  4-11세 및  장애인 2.50

          리프트(2층) - 성인  16.30 /  12-24세 8.10 /   4-11세  및 장애인 4.10
          리프트(정상)  - 성인 25.50 /  12-24세 12.70 /  4-11세  및 장애인 6.40
          계단(2층)+리프트 (정상)  -  성인 19.40 /   12-24세 9.70 /   4-11세 및 장애인 4.90

알마 교 Pont de l’Alma
에펠탑 앞에서 오전의 상쾌한 산책을 시작한다. 센 
강을 따라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오른쪽에 장 누벨
Jean Nouvel의 최신 디자인 감각으로 지어진 케 브랑

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이 나오고, 조금 더 걸으면 알마 교
Pont de l’Alma가 나온다. 이 다리 건너편에 있는 자유의 불꽃Flame 
of Liberty Memorial 옆 지하 차도에서 다이애나 비가 비운의 죽음을 
맞는 바람에, 이 황금빛 불꽃 상은 다이애나 비의 상징물처럼 여겨
져 언제나 꽃다발이 놓여 있다.

 Place de l’Alma   Alma-Marceau ⑨ 

샹젤리제 거리 Av. des Champs-Élysées
자유의 불꽃 앞 알마-마르소 역에서 9호선을 타고 다
음 역인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역에 내리거나, 지방시
와 장폴고티에 등 명품 숍이 가득한 조르쥬 생크 가

Av George V를 따라 북쪽으로 500여 미터쯤 가면 샹젤리제 거리다. 
북서쪽에 개선문Arc de Triomphe과 남동쪽 콩코르드 광장Pl de la 
Concorde의 오벨리스크가 또렷이 보이는 이 거리를 걸으며 쇼핑을 
해도 좋고, 유명한 물르(Moules, 벨기에 식 홍합 요리) 등의 메뉴를 
선택해 식사를 해도 좋다.

 George V ①, Franklin D Roosevelt ①⑨

DAY 1

1

튈르리 정원 Jardin des Tuileries
오후 시간을 산책과 함께 시작하고 싶다면 오벨리스크를 향해 샹젤리제 거리
를 걷는다(조르쥬 생크 역이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콩
코르드 역에서 내려도 좋다). 콩코르드 광장을 통해 아름다운 튈르리 정원에 
들어서면 어느 벤치에라도 앉아 햇빛과 파리의 공기를 누리고 싶어진다. 그 마
음을 귀신같이 알아차렸는지, 곳곳에 간이 커피숍도 많다.

 Concorde ①⑧⑫

DAY 1

2

DAY 1

3
DAY 1

4

일주일을 함께 지내도 지루하지 않고 일 년을 살아도 늘 새로운 느낌을 주는 곳. 파리가 바로 그런 도시다. 다만 오
래 머무를 기회가 잘 없다는 게 아쉬울 뿐이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파리에서의 최고로 멋진 일정이란 바로 ‘일정 
없이 지내는 것’이다. 시간이 하루나 이틀밖에 없다면 동선을 잘 세워 적어도 이 정도는 봐 두도록 하자.

© Paris Tourist Office - Jacques Bravo

Paris'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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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르 박물관 Musée du Louvre
튈르리 정원과 카루젤 개선문을 지나 보이는 루브르
는 16세기부터 프랑스 왕들의 궁전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박물관으로 이용된 건 1793년부터이며 유

리 피라미드는 1989년 세워졌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면적과 가
장 많은 방문객을 자랑하는 박물관이다. 가장 인기 있는 작품으로
는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나폴레옹의 대관식> 등이 있다. 이른 아침에 방문하면 대기 시간
을 줄일 수 있다.  

 place du Louvre, 1er   01-40-20-53-17   louvre.fr 
 월, 목, 토, 일 : 9시- 18시, 수, 금, 매 달 첫째 주 토요일 9시 - 21시 45분 

 Palais Royal-Musée du Louvre ①⑦   15

시테 섬 île de la Cité
루브르에서 다시 센 강 쪽으로 나와 강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 로
맨틱한 파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인 퐁네프Pont Neuf
가 보인다. 파리의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키스하는 남녀가 유

달리 더 많은 듯한 이 다리는 시테 섬과 연결되며, 노트르담 성당Cathédrale de 
Notre Dame de Paris은 시테 섬 남동쪽 끝에 있다.

 Pont Neuf ⑦, Cité ④, St-Michel Notre-Dame ⒷⒸ

생 루이 섬 île Saint-Louis
노트르담 성당 북쪽을 따라 난 길(Rue du Cloítre Notre 
Dame)은 짧은 다리를 지나 자연스럽게 센 강 위의 또 
다른 섬인 생-루이로 연결된다. 유행이 움직이듯 파리

의 관광 명소도 어느 정도 유행이 있는데, 생-루이는 날이 갈수록 
더 주목 받는 환상의 섬이 되어 가고 있다. 록시땅의 설립자가 만든 
최초의 올리브 숍, 세계 최초의 여행서점, 그리고 전통 있는 푸아그
라와 초콜릿과 빵을 파는 상점들 등, 좁고 예쁜 길(Rue St-Louis en 
l’Île) 양쪽을 가득 메운 숍들의 면면만 봐도 왜 그런지 짐작할 수 있
을 것이다. 

 Pont Marie ⑦

베르시 빌라주 Bercy Village
레스토랑, 상점, 영화관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프렌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 주 7일 영업. 

 28 rue François Truffaut, 75012 Paris
   Cour Saint-Emilion

DAY 1

5

DAY 1

6

DAY 1

8

DAY 1

7

© Paris Tourist Office - David Lefranc

© Paris Tourist Office - Amelie Du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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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세 미술관 Musée d’Orsay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단연 루브르보단 오르세 
미술관이다. 세계에서 단 한 곳, 죽기 전에 가 봐야 할 
미술관이라도 역시 오르세 미술관이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인상파 화가들과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는 
이 세련된 미술관을 빼놓고는 파리를 가 보았다 할 수 없으니, 둘째 
날의 오전은 이곳에서 시작하자(물론, 어제 들어가 보지 못한 루브
르로 대신해도 좋다).

 62 rue de Lille   01-40-49-48-14   musee-orsay.fr 
 화~일 09:30~18:00 (목 21:45까지) 

 Solférino ⑫, Musée d’Orsay Ⓒ    14 / 할인 요금 (EU 시민권자 또는 장
기 체류자 아닌 18-25세에 해당) 11

라탱 지구 Quartier Latin
아랍 문화원 앞을 동서로 지나는 생-제르맹 대로Blvd 
St-Germain에 파리 최고의 미식 레스토랑인 라 투르 
다르장La Tour d’Argent이 있다. 길을 따라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시장인 마르쉐 모베르Marché 
Maubert가 나온다. 혹은 아랍문화원 남서쪽 500여 미터 거리에 있
는 무프타르 가(Rue Mouffetard,  Place Monge ⑦)를 가득 메운 카페
와 레스토랑, 바와 푸드마켓도 멋진 선택이다. 무프타르 가는 파리
에서도 가장 오래된 골목이자 가장 사랑받는 카페-레스토랑 거리
다. 

DAY 2

3

DAY 2

1

소르본 Sorbonne
소르본은 프랑스의 지성, 문화, 학문, 지혜를 상징한다. 라탱 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소르본은 몇 백 년의 역사를 지녔으며, 대학구 
본부와 파리 대학 사무국을 비롯해 다수의 고등 교육 기관과 국

제적인 명성을 지닌 학술 연구 기관을 내포하고 있다. 
 47 rue des Écoles   www.sorbonne.fr  

 Cluny-La Sorbonne, Luxembourg(RER)

팡테옹 Panthéon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장 자크 루
소, 퀴리 부인 등 프랑스의 대표 위인
들이 잠들어 있는 곳. 푸코가 지구 자

전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당시의 실험을 재현한 푸코의 진자는 지금
도 팡테옹의 명물이다.

 place du Panthéon   01-44-32-18-00 
 monum.fr   4월 - 9월 :  매일10 :00-18 :30 , 10

월-3월 : 매일 10-18시   Luxembourg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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뤽상부르 공원 
Jardin du Luxembourg
뤽상부르 역이 있는 생-미셀 대로Blvd St-Michel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향해 라탱
지구를 벗어나 뤽상부르 공원으로 들어선다. 나폴레옹이 파리의 어린이들에게 바

친 이 공원은 파리지엥에게 가장 사랑 받는 장소다. 다각형의 연못 위를 떠도는 모형 배와 마리
오네트 인형, 회전목마까지 동화 속 나라 같은 느낌을 주는 풍경 속에서 산책을 하며 평화로운 
오후의 휴식을 가져 보길.

 Luxembourg Ⓑ

몽마르트 Montmartre
뤽상부르 역에서 RER B라인을 타고 파
리 북역Gare du Nord으로 간다. 지하 통로
를 따라 2호선 라 샤펠La Chapelle 역으로 

간 뒤 두 정거장만 가면 몽마르트 언덕의 관문인 앙베르
Anvers 역이다. 이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한달음에 사
크르-쾨르 성당으로 올라가거나, 구불구불한 몽마르트
의 골목과 계단을 보물찾기 하듯 돌아다니는 것은 당신
의 선택. 몽마르트의 보헤미안 분위기와 풍차들을 구경
하기에는 물론 걷는 것이 더 좋다.

사크르 쾨르 대성당 Basilique du Sacré-cœur

 Parvis du Sacré-Cœur, 18e   01-53-41-89-00 
 sacre-coeur-montmartre.com 
 06:00~22:30 

 Anvers ② , Funiculaire de Montmartre

오페라와 주변 대로 
Opéra & Grands Boulevards
몽마르트에서 파리의 보헤미안이 되어 보는 것 대신 오페라에서 콧대 높은 클래
식을 관람해 보자. 3, 7, 8호선이 교차하는 오페라 역을 나오면 바로 오페라 광장(Pl 

de l’Opéra). 광장 너머로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 음악사 거장들의 이름이 위엄 있게 새겨져 있는 
팔레 가르니에가 보인다. 전설적인 음악가들이 숱한 공연을 가졌던 바로 그 곳, <오페라의 유
령>의 무대였던 바로 그 곳에서 공연을 본다는 것은 뉴욕의 브로드웨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
생 잊지 못할 경험일 것이다. 실제 공연 대신 박물관 내부 투어를 해 보고 근처의 파리 대표 백
화점들을 둘러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못 잊기는 마찬가지다.

오페라 가르니에 Opéra Garnier

 place de l’Opéra, 9e   08-92-89-90-90   operadeparis.fr  
 매일10 :00 -17 :00 (마지막 입장 16 :30) , 성수기 (7월 중순 - 9월 초) 매일 10 :00 – 19 :00 (마지막 입장 

18 :30) , 공연 있을 시 10 :00-13 :00 또는 14 :00
 기본 입장료 (기획 전시 포함) 14 , 기획 전시 불포함 12    Opéra ③⑦⑧

온라인 티켓 구입: 

 operadeparis.fr   판매 안 된 당일 티켓 50% 할인

마레 지구 Quartier Le Marais
파리의 중심, 마레 지구를 거닐다 보면 파
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 유적지들을 만
나 볼 수 있다. 더불어 독특한 상점들도 다

수 위치해 있다. 관광객들과 구 시가지 애호가들을 위해 
주말에도 상점들은 문을 열고 있다. 

 Le Marais 
  Arts et Métiers ③⑪ , Saint-Paul ① , Chemin Vert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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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취향이 뚜렷한  여행자라면, 그리고 파리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여기를 참고하자.

파리 박물관 패스 Paris Museum Pass 
자유롭게 입장 가능한 경제적인 패스로 
2, 4, 6일권을 각각 48, 62, 74€에 판매하
고 있다. 파리와 일 드 프랑스에 위치한 
60여 곳의 유적지와 박물관을 무제한을 
이용 할 수 있다. 

파리 패스리브 Paris PassLib’
파리 공식 시티 패스. 다양한 문화 명소 
및 관광 (파노라마 버스, 유람선 관광) 이
용 가능. 교통 수단 (1존-3존) 자유자재로 
이용. 옵션으로 에펠탑 입장 선택 가능. 
시티 패스 2일, 3일 및 5일권 제공. 

 55~170

박물관 마니아들을 위한 추천 패스

Art-Goers
미술관과 박물관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이 파리 아트 씬의 전부는 
아니다. 이들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파리에 있는 
60여 개 미술관과 박물관들은 그 이상으로 빼어
난 예술적 성취와 영감을 보여주고 있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많이 볼 예정이라면 패스 구입도 꼭 체크
하고, 운 좋게도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파리에 있
게 된다면 무료 개방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잊지 
말 것.

퐁피두 센터 Centre Pompidou
안과 밖이 뒤바뀐 독특한 외형부터가 렌조 피아노
Renzo Piano의 ‘예술’작품인 퐁피두 센터는 전시뿐 
아니라 영화와 공연, 외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방문할 수 있는 전천후 예술 공간이다. 루브르나 
오르세에서는 볼 수 없는 현대 미술을 감상하기 위
해서는 센터 내의 현대미술관(Musée National d’Art 
Moderne; MNAM)을 반드시 들러 볼 것. 18~25세 
관람객은 수요일 저녁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place Georges Pompidou, 4e  
 01-44-78-12-33  centrepompidou.fr  

  수-일 : 11 :00-21 :00 , 목 11 :00 - 23 :00 (6층 기획
전시 야간 개장)

 Rambuteau ⑪   14 (미술관+6층 파노라마 테라스), 
할인 요금 11 , 파노라마 테라스 입장료 5

베르사유 궁전 Château De Versailles
세계 주요 유산인 787 헥타르 면적의 왕궁, 역사 
박물관. 국립 역사 유산. 

 RP 834, 78008 Versailles   01-30-83-78-00 
 chateauversailles.fr   화~일 09:00-17:30 (1 Nov – 

31 Mar); 화~일 09:00-18:30 (1 Apr – 31 Oct).  정원, 갤러

리 개장시간은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참고

 Versailles Château Rive Gauche (RER C) 
 18 (오디오가이드, 특별전시, 정원 방문 포함. 음악 분

수 축제 기간 제외)

퐁텐블로 성 Fontainebleau
1981년 유네스코 문화 유산에 등재된 성으로 파리
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다. 

 Place du Général de Gaulle, 77300 Fontainebleau
 10월~3월 9:30-17:00 (마지막 입장시간 16:15), 4월

~9월 9:30-18:00 (마지막 입장시간 17:15)    12

샹티이 성 Château De Chantilly
유서 깊은 미술 작품, 귀중한 고서 및 원고로 구성
된 가장 중요한 컬렉션 전시. 

 7 rue du Connétable, 60500 Chantilly   03-44-27-
31-51/53   domainedechantilly.com (오시는 길 교통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월~일 10:00-18:00 (28 Mar – 
1 Nov) 수~월 10:30-17:00 (2 Nov – 27 Mar)   17

자크마르-앙드레 박물관 
Musée Jacquemart-André
19세기 수집가 에두아르 앙드레Edouard André와 
그의 부인이자 유명 화가였던 넬리 자크마르Nélie 
Jacquemart가 유럽과 동양을 오가며 수집한 희귀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된 박물관. 르네상스 시
대의 피렌체와 베네치아에서 건너온 작품을 주목
할 만하다. 

 158 boulevard Haussmann, 8e   01-45-62-11-59  
 musee-jacquemart-andre.com  
 매일 10:00~18 :00   Miromesnil   14.50

그레뱅 뮤지엄 Musée Grévin
그레뱅 뮤지엄은 파리 9구에 위치한 밀랍 인형 박
물관으로 세계의 유명인들을 실물 크기의 밀랍 인
형으로 전시하고 있다. 

 10 boulevard Montmartre, 9e 

 01-47-70-85-05   grevin.com  
 Mon~Fri 10:00~18:00 (토, 일 19:00시까지) 

 Grands Boulevards ⑧⑨   24.50

루이 뷔통 재단 
La Fondation Louis Vuitton 
아클로마타시옹 정원 근처, 블로뉴 숲에 위치한 루
이 뷔통 재단은 2014년 10월 27일 개관했다. 상설
과 기획 전시회를 통해서는 예외적인 현대 미술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빛이 잘 들며, 혁신적이면
서도 우아한, 유니크 한 공간이 눈길을 끈다.

 8, Avenue du Mahatma Gandhi, Bois de Boulogne 
 01-40-69-96-00   fondationlouisvuitton.fr 
 전시 별 개장 시간 상이   Les Sablons (버스 244번), 

셔틀 버스 운행(출발지place Charles de Gaulle, 1€) 
  9 (특별 전시 별로 금액 상이)

파리 필하모니 La Philharmonie de Paris
파리의 진정한 음악의 전당이 될 파리 필하모니가 
개관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음악 박물관, 
기획 전시, 콘서트, 공연, 아뜰리에, 주말 가족 단위 
체험거리) 를 통해 진정한 대중 문화 공간이 될 것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혼자, 둘이서, 가족 단위
로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공유해보자!

 22,  avenue Jean Jaurès   01-44-84-44-84  
  화~목 12:00-18:00, 금 12:00-20:00, 토, 일 10:00-

20:00   Porte de Pantin (버스 75,15번, 트램 T3b 정거

장 “Porte de Pantin”)   전시 별, 공연 별로 금액 상이 

Paris on Your Taste
취향대로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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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파르나스 타워 Tour Montparnasse
몽파르나스 타워는 에펠탑 이외의 고층 건물 건립
이 엄격하게 제한된 파리에서 유일하게 예외인 건
물이다. 210m 높이의 이 탑 꼭대기층 야외 전망대
에 올라서면 에펠탑을 중심으로 한 파리의 드라마
틱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질 무렵이나 오전 
시간에 전망대에 오르면 날씨 좋은 날에는 40km 
밖까지 조망할 수 있으며, 전망대 아래층의 레스토
랑 겸 바에서 분위기 있는 식사나 칵테일을 즐기기
에도 좋은 장소. 한 마디로 여름철 한 시간 이상 줄
을 서서 에펠탑에 올라 ‘에펠탑 없는 파리’를 보는 
것보다 여러모로 매력적인 선택이다.

 rue de l’Arrivée, 15e   01-45-38-52-56 
 tourmontparnasse56.com   4월 1일~9월 30일: 

매일 9:30-23:30 / 10월 1일~3월 31일: 일~목 9:30-22 
:30 , 금,토, 공휴일 또는 공휴일 전날  09:30-23:00 

 18   Montparnasse Bienvenue ④⑥⑫⑬

P hoto Mania
포토 스폿

남는 건 사진 뿐이라 믿는 여행은 유행이 한참 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 여행을 추억
할 수 있는 건 사진(혹은 동영상)이다. 파리의 아름
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 촬영 명소들.

알렉상드르 3세 교 Pont Alexandre III
알렉상드르 3세 다리는 센 강 위를 지나는 다리들 
중 가장 멋지고 웅장하다. 가장 예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멋진 다리가 파리의 화려한 과거와 오
늘날의 명성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모델 중 
하나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을 별로 없다. 그랑 팔
레Grand Palais의 유리 천장을 등지고 서서, 센 강 
너머로 앵발리드 군사박물관Hôtel des Invalides의 
거대한 황금빛 돔이 떠오르면 다리의 화려한 금박 
장식과 멋진 조화를 이룬다. 해가 역광이 되지 않
는 아침이나 늦은 오후 시각이 좋다.

 Champs-Élysées Clemenceau ①⑬ 남쪽, 
Invalides ⑧⑬Ⓒ 북쪽

샤이오 궁 Palais de Chaillot
그 자체로 그다지 인상적인 볼거리가 아닌 샤이오 
궁은 그 앞에서 보이는 에펠탑의 전망 덕분에 파리 
최고의 사진 촬영 장소로 손꼽힌다. 손에 잡힐 듯 
눈 앞에 보이는 에펠탑이 워낙 멋지기 때문에, 드
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눈을 가린 채 친구의 손에 
이끌려 이곳 테라스로 올라오는 사람을 여럿 봤다. 
이곳에서의 하이라이트 중 최고는 에펠탑의 깜빡
이는 조명이 처음 들어오는 밤 8~9시 무렵. 그 때 

이 테라스가 연인들의 키스 천국으로 변하는 건 물
론이다.

 place du Trocadéro et du 11 November, 16 
 Trocadéro ⑥⑨

개선문 꼭대기 Arc de Triomphe
개선문 좋은 거 이제 알았어? 라고 묻지 마시길. 개
선문과 샹젤리제 거리를 여러 번 와 본 사람 중에 
개선문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은 생각보다 적
다. 50m 높이의 옥상까지 284개의 계단을 올라
가는 수고를 입장료(9€)까지 내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입장
료와 노동은 해질 무렵의 개선문 꼭대기에서 보상 
받고도 남는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은 
12개의 도로와 에펠탑과 몽마르트 언덕, 그리고 저 
멀리 라데팡스의 그랑 아쉬Grande Arch까지 보이
는 해질 무렵의 파리는 환상적이다 못해 감동이다.

 place Charles de Gaulle, 8e  
 01-55-37-73-77   10:00~23:00  

 Charles de Gaulle-Étoile ①②⑥Ⓐ

크리스마스의 방돔 광장 Place Vendôme
방돔 광장은 중앙에 우뚝 선 43m 높이의 나폴레
옹 승전 기념비만으로도 눈길을 끌지만, 크리스마
스에는 이보다 몇 배는 아름다운 장소로 탈바꿈
해 멋진 포토 스폿이 된다. 화려한 조명이 들어오
는 기념비와 광장을 둘러싼 최고급 부티크들을 배
경으로 넓은 공터 곳곳에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들이 세워지면, 방돔 광장은 그 자체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Tuileries ①, Opéra ③⑦⑧

방돔 광장 © Paris Tourist Office - David Lefranc

몽파르나스 타워 전망대

알렉상드르 3세 교

샤이요 궁 앞 풍경

개선문 © Paris Tourist Office - David Lefranc

취향대로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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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땅 백화점 GALERIES LAFAYETTE

Shopaholics
쇼핑

파리에서의 쇼핑 유혹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편
집숍, 벼룩시장에서부터 번쩍이는 대형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쇼핑 옵션이 프랑스라는 장소
의 후광을 입으면 멋진 유혹으로 탈바꿈한다.

백화점
오페라 극장 근처의 그랑 불르바흐G r a n d s 
Boulevards 지하철 역(③⑧호선) 근처 하우스만 거
리가 파리 백화점 쇼핑의 중심지다.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며 프랑스 대표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에서 
VIP 퍼스널 쇼핑도 즐길 수 있는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 등이 이 지역에 몰려있다. 

갤러리 라파예트 Galeries Lafayette 

 40 blvd Haussmann, 9e  01-42-82-34-56 
 galerieslafayette.com   월~토 09:30~20:00 (목요

일 21:00까지), 일 11:30~20:00   Auber Ⓐ, Chaussée 
d’Antin La Fayette ⑦⑨

프랭땅 백화점 Le Printemps 

 64 blvd Haussmann, 9e   01-42-82-50-00  
 printemps.com   월~토 09:35~20:00 (목 20:45), 

일 11 :00~19 :00   Havre-Caumartin ③⑨

프랭땅 백화점 루브르 점 Printemps du Louvre
 99 rue de Rivoli, 1er   01-76-77-41-00  
 printemps.com/magasins/paris-louvre    

Palais Royal-Musée du Louvre   월, 수, 목, 금, 일 
09:30~20:00 / 화, 토 10:00~20:00
BHV 백화점 마레 점 Le BHV Marais

 52 rue de Rivoli, 4e   09-77-40-14-00  
 lebhvmarais.fr   Palais Royal-Musée du Louvre  
 월, 화, 목, 금 09 :30-20 :00  수 09:30-21:00, 토 

09:30-20:00

몰리나르 Molinard 
몰리나르에서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향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72 rue Bonaparte, 75006 Paris
 월~금 10:00~13:00 / 14:00~19:00,  

토 10:00~19:00    Saint-Sulpice

명품 브랜드
샹젤리제 거리와 몽타뉴Montaigne, 그리고 조르쥬 
생크George V 거리가 만드는 정삼각형의 트리앙글 
도르Triangle d’Or(  Franklin D Roosevelt ①⑨, George 
V ①)는 전 세계를 매료시킨 프랑스 패션 브랜드의 

집결지다. 그 이름값 만큼이나 화려한 부티크들이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

Louis Vuitton  101 av des Champs-Élysées, 8e 
 01-53-57-52-00  vuitton.com

Chanel  42 av Montaigne, 8e  01-47-23-74-12 
 chanel.com

Christian Dior  30 av Montaigne, 8e 
 01-40-73-73-73  dior.com

YSL  32, Rue du Faubourg Saint-Honoré 8e 
 01-53-05-80-80  ysl.com

Hermès  24 rue du Faubourg St-Honoré 
 01-40-17-47-17  hermes.com

벼룩시장 Marché aux Puces
벼룩시장에서의 쇼핑도 커다란 즐거움이다. 생투
앙, 방브, 몽트뢰유 벼룩시장이 파리에서 가장 크
다. 생투앙에는 골동품이, 방브에는 값싸고 재기 
넘치는 상품이, 몽트뢰유에는 이국적인 빈티지 아
이템이 많다.
Saint Ouen   rue des rosiers   토 09:00-18:00, 일 
10:00-18:00, Mon 10:00-17:00
Vanves   av Marc Sanguier  

 토, 일 07:00~19:30
Montreuil   av de la Porte de Montreuil 

 토~월  07:00~19:30

생 루이 섬의 숍들
작지만 유서 깊은, 비싸든 싸든 제대로 된 물건을 
파는 숍들이 즐비한 생 루이 섬은 파리의 떠오르는 
쇼핑 골목이다. 한 곳 한 곳 구경하며 걸으면 크지 
않은 이 섬 속에서 반나절을 꼬박 쏟아 붓게 될지
도 모른다. 특히 선물이나 식품, 피부용품 등의 물
품 중에 살 것이 많다.

Oliviers & Co 세계적인 체인인 올리비에 앤 코의 첫 번
째 매장. 록시땅의 설립자이기도 한 올리비에 보상Olivier 
Baussan이 만들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과 올리브 
오일 등이 있다.   81 rue St-Louis en Île, 4e 

 01-40-46-89-37  oliviersandco.com
La Petite Scierie 푸아그라를 사고 싶다면 이 곳으로. 가
게를 운영하는 가족이 직접 만든 푸아그라를 시식도 하고 
구입할 수 있다.   60 rue St-Louis en l’Íle, 4e 

 01-55-42-14-88
La Cure Gourmande  생과자와 초콜릿 등을 파는 전통 
과자점.   55 rue St-Louis en l’Íle, 4e 
  01-46-34-57-71

라발레 빌리지 La Vallee Village
파리 동쪽 외곽 디즈니랜드 근처에 있는 
라발레 빌리지는 쇼핑 마니아에겐 잊지 
못할 이름이다. 버버리, 발리, 지미추, 디
젤 등 소위 ‘명품’으로 꼽히는 100여 개
의 매스티지 브랜드들이 입점해 이월 상
품들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
다. 파리 시내에서 RER A라인을 타고 
발드롭Val d’Europe 역에 내려 오른쪽으
로 가면 보이는 대형 쇼핑몰 내에 있다. 
약 30분 소요. 파리 시내(  4 place des 
Pyramides, 1er  Tuileries)에서 빌리지를 
바로 잇는 시티라마Cityrama 버스(  01-
44-55-60-00  pariscityrama.com)도 있다. 

 3 cours de la Garonne, Serris 
 01-60-42-35-00  lavalleevillage.com 
 월~일 10:00-19:00

원 네이션 파리 One Nation Paris
명품 & 패션 아울렛으로 파리에서 30분, 
베르사이유 고성에서 10분거리에 위치
한다. 연중 무휴로 10h -20h까지 운영. 
일년 내내 시즌 오프 상품을 -30%부터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
다.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해 한번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퍼스널 쇼퍼, 한
글 사이트, 그룹과 개별 고객을 위한 패키
지 상품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파리 시내와 베르사유 고성에서 출
발하는 왕복 리무진 서비스도 함께 진행
한다.

 1 avenue du Président Kennedy 78340 
 Les Clayes-sous-Bois  onenation.fr 
 월~일 11:00-20:00, Sat 10:00-20:00

내 사이즈 찾기 
옷이나 신발 치수가 우리와 다른 프랑스
에서 내 몸에 꼭 맞는 사이즈를 찾기 위한 
정보. 단, 이는 대략적인 치수 비교며, 같
은 치수도 브랜드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
으니 가급적 입어 보고 사는 게 좋다.

여성의류: 한국 44/55/66 =
                 프랑스 34~36/38~40/42~44
여성신발: 한국 220/230/240/250 = 
                 프랑스 36 / 38 / 39 / 40
남성의류: 한국 95/100/105 = 
                 프랑스 46 / 48 / 50
남성신발: 한국 260/270/280/290 = 
                 프랑스 41 / 42 / 44.5 / 46

파리 근교 아울렛 쇼핑하기

완벽한 쇼핑을 위한 팁

LA VALLÉE VILLAGE – 파리
궁극의 명품 쇼핑 경험

110개 이상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상점들을 최고 50% 할인된 가격*으로. 
주 7일 운영, 파리에서 40분 소요, Disney® Parks에서 5분 소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6개의 상점에서 10% 추가 할인을 받으세요**.
간편한 교통편인 파리 발 Shopping Express® 셔틀버스 잊지 마세요.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LaValleeVillage.com/shoppingexpress

Something

Extraordinary

Every Daytm

*일 년 내내 지난 시즌 컬렉션의 소비자 권장가 기준 33% 할인 **2019년 12월까지 저희 웰컴 센터에서 이 문서 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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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카스 쉬르 센 트랑 블루

Gastronomy
미식

전 세계의 미식가들은 프랑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런던, 뉴욕, 홍콩, 도쿄 등 미식 천국이라 
내세우는 도시들은 많지만, 그런 말 내세우지 않고
도 다들 미식 천국으로 인정하는 도시가 파리다. 
꼭 비쌀 필요도 없고, 꼭 객관적일 필요도 없는 파
리의 맛집 찾기.

TOP 
타이유벙 파리 TAILLEVENT PARIS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 근처에 위치한 2스타 스
토랑 타이유벙 파리는 어마어마한 와인 창고를 가
지고 있기로 유명하다. 

 15 Rue Lamennais, 75008 Paris   01-44-18-37-55 
 taillevent.com    12:15-14:00 / 19:15-22:00 

  Métro Charles de Gaulle Etoile- Etoile

르 꼬르동 블루 파리 
Le Cordon Bleu Paris 
요리, 파티스리, 베이커리, 와인 - 아뜰리에와 시연
을 볼 수 있는 요리학교. 10명~ 80명 수용. 센느 강 
뷰가 있는 현대적인 공간.

 13-15 quai André Citroën, 75015 Paris 
  01 85 65 15 00   cordonbleu.edu/paris 
  Javel, André Citroën.

뒤카스 쉬르 센 Ducas Sur Seine 
알랭 뒤카스가 선보이는 선상 레스토랑. 센 강 유
람선 위에서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식사를 즐길 
수 있다.

Le Taillevent  르 꼬르동 블루 파리 © Le Cordon Bleu Paris-Ateliers Les Noces de Jeannette 

 Port Debilly, 75116 Paris  
  Champs de Mars-Tour Eiffel Ⓒ, Trocadéro ⑥

하드 락 카페 Hard Rock Café 
음악과 미국 음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제격인 곳. 

 14 boulevard Montmartre, 75009 Paris
 Grands Boulevards

트랑 블루 Train Bleu 
리옹 역 1층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브라스리인 트
랑 블루는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생겼다. 코코샤넬, 
브리지트 바르도, 달리, 장 가뱅 등이 이 곳을 즐겨 
찾았으며, 뤽 베송의 불후의 명작 <니키타Nikita>
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만남의 장소로 각광받는 
이곳은 500석 규모를 구비하고 있다. 

 리옹 역 1층 Gare de Lyon, place Louis Armand  
 01-43-43-09-06   le-train-bleu.com 
 11:30~14:45, 19:00~22:45   Gare de Lyon 

뷔스트로놈 Bustronome
파리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들을 고급 버스를 타고 
구경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이면서도 독
특한 컨셉을 추구하는 뷔스트로놈은 제대로 된 프
랑스 미식을 선보인다.

 Place Charles De Gaulle – Étoile Paris 
 09-54-444-555  

 Charles de Gaulle-Étoile (버스 73, 92, 22, 52번)

Casual & Budget
라 본느 프랑케트 La Bonne Franquette
몽마르트 중심에 위치한 역사 깊은 프렌치 레스토
랑. 

 02 rue des Saules, 75018 Paris  

 Lamarck, Caumaincourt
 음료와 수프, 1~2가지 음식이 20선

앙트르코트 드 파리
고기 질이 좋기로 유명한 안심스테이크 전문점으
로 특제소스와 감자튀김을 함께 제공한다. 감자튀
김은 무한리필 가능.

 29 rue de Marignan, 75008 Paris  
 11:30-00:30   Franklin D.Roosevelt

레 노스 드 자네트 Les Noces de Jeannette 
레 노스 드 자네트에서는 식사와 함께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다. 

 14 rue Favart, 75002 Paris    Richelieu-Drouot

International Meal
앙팡 루즈 시장 Marché des Enfants rouges
90년대 말 리노베이션 한 시장으로 파리에서 가
장 오래된 실내 마켓이다. 프랑스에서도 가장 유서 
깊은 시장이기도 하다. 약 20여개의 상점이 신선
하며 질 좋은 다양한 식재료를 판매한다.

 39 rue de Bretagne, 3e  
 화~토 08:00~20:30, 일 08:30~17:00 
 paris.fr  Fille du Calvaire

라탱 지구 Quartier Latin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레스토랑이 가득한 라탱 지
구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간단한 식사 해결에 딱 
좋은 푸드 마켓들.
Marché Maubert   place Maubert, 5e  

 화, 목, 토 07:00~14:30 Maubert Mutualité ⑩
Mouffetard Food Market   Sq St-Médard, 5e 

 화~토 08:00~19:30, 일 08:00~12:00  
 Censier Daubenton ⑦



짐은 파리 호텔에 그대로 두고 TGV를 이용해 다른 도시로 하루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일 드 
프랑스 등 파리 주변의 도시들을 돌아보는 하루 여행 코스도 여전히 인기다. 프랑스 각지로 향하는 기차가 떠나는 
파리 각 역들 주변에 있는 볼거리들을 알아 둔다면, 기차 출발 시각까지의 자투리 시간도 알 차게 보낼 수 있다.

바스티유

Cité de la mode

리옹 역 & 오스테리츠 역 
Gare De Lyon &  
Gare D’austerlitz
프랑스 남부 지역과 스위스 방면 열차와 TGV가 
주로 떠나는 리옹 역과 오스테리츠 역은 파리 시가
지 남동쪽에 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만약 이들 역에서 한두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면 리
옹 역에서는 바스티유 광장과 오페라하우스를, 오
스테리츠 역에서는 독스 앙 센을 둘러 볼 만하다.

바스티유 광장 Place de la Bastille
프랑스 혁명의 진원지였던 감옥이 있던 곳. 하지만 
지금 그 흔적은 아무데도 없고 청동으로 만든 광장 
중앙의 자유의 탑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광장 
남동쪽에 파리 공연 예술의 중심지인 바스티유 오
페라하우스가 있고, 북쪽으로 뻗은 리샤르 르느와
르Richard Lenoir 거리에선 화요일과 일요일에 파
리에서 제일가는 장이 선다.

레 독 - 디자인 패션관 Les Docks - Cité de 
la Mode et du Design
오스테리츠 역 동쪽 강변에 있다. 강변의 버려진 
창고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런던에서도, 뉴욕에서도, 그리고 파리에서도 트렌
드가 됐다.

 34 Quai d’Austerlitz, 13e

아트 뤼디크 박물관 
L’Art Ludique Le Musée
독Docks-패션 & 디자인 관에 위치한 아트 뤼디크 
박물관Art Ludique Le Musée은 최초의 엔터테인먼
트 박물관으로 연중 만화, 영화, 영상, 비디오 게임 
등을 주제로 대형 임시 전시와 상설 전시를 선보
인다. 전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연대별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34 quai d’Austerlitz - Les Docks - Cité de la Mode et 
du Design, 13e   01-45-70-09-30  

 artludique.com   Gare d’Austerlitz, Quai de la Gare  
 월, 화, 수 10:00-15:00, 목, 금 12:00-02:00, 토 15:00 

-02:00, 일요일 휴관 
 어른 16.50

Around the Station
기차역과 그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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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라자르 역 Gare Saint-Lazare
파리의 금융 및 상업 중심지에 위치한 생 라자르 
역에서는 주로 노르망디 지방 행 열차가 오고 간
다. 틈이 날 때 주변에서 가장 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역으로, 오페라극장과 대형 백화점들이 10분 
거리에 있다. 그 외에도 마들렌 성당과 입장료 무
료의 향수박물관이 지척에 있다.

생트 마리 마들렌 성당 
Église de Sainte-Marie Madeleine
역 앞에서 뒤 아브르 가Rue du Havre와 트롱셰 가
Rue Tronchet를 따라 가면 정면에 마들렌 광장과 웅
장한 성당 건물이 나온다. 남쪽 측면의 계단 위에
서의 뷰는 그야말로 장관. 콩코드 광장의 오벨리스
크와 센 강, 그리고 멀리 앵발리드 박물관의 황금 
돔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place de la Madeleine, 8e  01-44-51-69-00  
 eglise-lamadeleine.com 
 09:30~19:00   Madeleine ⑧⑫⑭

북역 & 동역 
Gare Du Nord & Gare De L’est
서로 이웃한 파리 북역과 동역에서는 각각 프랑스 
북부 및 그 주변 국가를 연결하는 TGV와 프랑스 
동부 및 독일을 연결하는 TGV가 출발한다. 동역 
동쪽을 흐르는 생 마르탱 운하의 일요일 오후 풍경
은 보헤미안들에게 특히 많은 사랑을 받는다.

생 마르탱 운하 Canal Saint-Martin
나풀거리는 셔츠에 귀여운 모자를 쓴 악사가 강가
에서 노래를 부르는 오후.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사이로 청량한 물길이 흐르는 거리. 베니스 이야기
가 아니다. 동역에서 5분, 북역에서 15분 거리에 있
는 생 마르탱 운하 이야기다. 아티스트들의 부티
크와 팬시 숍, 디자이너와 학생들이 사는 스튜디오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곳은 파리에서 가장 
활기차고 아기자기한 장소로 떠오르는 중이다. 시
간이 더 남는다면 보트 크루즈(Canauxrama, 

 canauxrama.com)도 즐길 수 있다.

몽파르나스 역  
Gare Montparnasse
부르타뉴와 보르도 등 프랑스 서부 및 남서부 지역 
행 기차가 서는 몽파르나스 역 바로 앞에 파리 시
내에서 에펠탑 다음으로 높은 몽파르나스 타워가 
있다. 번잡한 관광보다는 조용한 산책을 즐기고 싶
다면 동쪽의 몽파르나스 묘지가 가깝고, 다양한 현

대 미술 전시를 볼 수 있는 미술관 역시 잠깐이면 
닿을 수 있다.

몽파르나스 묘지 
Cimetière du Montparnasse
페르 라셰즈 못지않게 파리 명사들이 많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역 앞에서 동쪽으로 100m만 가면 나
온다. 보들레르, 모파상, 사무엘 베케트, 사르트르
와 시몽 드 보부아르, 세르쥬 갱스부르 등의 묘가 
이곳에 있다.

 3 blvd Edgar Quinet, 14e   01-44-10-86-50 
 월~금 08:00-18:00, 토 08:30-18:00, 일 09:00-18:00  

 Montparnasse Bienvenue ④⑥⑫⑬

카르티에 현대미술관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몽파르나스 묘지를 역 반대방향으로 가로질러 라
스파이Raspail 가에 닿으면 맞은편에 카르티에 현
대미술재단이 보인다. 장 누벨이 디자인한 건물 외
관부터가 예술적 재능이 살아숨쉰다. 1980년대부
터 현재까지의 회화 및 사진, 패션 등 다양한 장르
의 작품을 전시한다. 

 261 blvd Raspail, 14e 
 01-42-18-56-50   fondation.cartier.fr 
 화-일 11:00-19:00. 전시기간 외 휴관.
 10   Raspail 또는 Denfert-Rochereau ④⑥

동역

생 라자르 역

동역 내부
카르티에 현대미술관

ⓒJean Nouvel / Photo: Philippe Ruault

생 마르탱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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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파리의 주말과 공휴일 상점가는 무척 한산했다. 
백화점은 영업을 하지 않고 주요 레스토랑과 상점들도 
문을 일찍 닫거나 아예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파리 여행객에게 이같은 주말 쇼핑의 
고민은 사라지게 됐다. 프랑스 주요 관광지에 새로 적
용되는 일명 ‘마크롱 법Loi de Macron’이 시행되며 파리 관
광지 상점들도 일요일에 문을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일요일에도 프랭땅Printemps, 갤
러리 라파예트Galeries Lafayette, 베아슈베BHV, 봉 마르쉐Bon 

Marché 등 파리의 유명 백화점들이 위치한 오스만 거리
Boulevard Haussmann를 비롯해 오페라Opéra, 마레 지구Marais, 
생 제르맹Saint-Germain Rive Gauche, 샹젤리제Champs-Elysées 거
리에서 쇼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물론, 파리에서 
일요일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말고도 많으니, 계획만 
잘 세우면 휴일의 파리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정은 어떨까. 바스티유 광장 서쪽의 보쥬 광장
Place des Vosges에서 조용한 아침을 시작해 보는 것. 1612
년에 마련된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이 광장을 둘러싼 

건물(Hôtel Rohan-Guéménée 3층)에 빅토르 위고가 살았다는 
사실이 일요일 아침의 마음을 더 설레게 한다. 보쥬 광
장에서 다시 바스티유 광장 쪽으로 나오면 활기찬 일요
일 아침을 보내는 중인 바스티유 마켓이 나온다. 커리 
소스로 버무린 치킨이나 과일, 샌드위치, 햄 등을 사서 
요기를 하면 간단히 일요일 아침 식사가 해결된다.

바스티유 역에서 8호선, 3호선, 2호선을 차례로 타고 필
립 오귀스트Philippe Auguste 역에 내리면 페르 라셰즈 묘지
가 나온다. 이곳은 묘지라기보다는 한가로운 산책로가 
있는 공원 같은 느낌이다. 입구의 흰 건물에서 지도를 
받아 들고 오스카와일드와 쇼팽, 짐 모리슨, 에디트 피
아프 등이 잠들어 있는 곳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 다니
는 것도 큰 재미다.

이밖에도 값싸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의 천국인 벼룩시
장을 둘러보는 것도 좋고, 센 강을 걸으며 알마 교 까지 
가서 저녁 무렵의 센 강을 보트 위에서 구경하거나 샤
이요 궁에서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보쥬 광장

Paris on Holiday
주말 파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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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 박물관 Ⓒ musee_national_picasso_paris_fabio_campoverde_photo디즈니랜드 파리 © Disneyland Paris

CHATEAU DE VERSAILLES 
Ⓒ Photo RMN Thierry OllivierLa Samaritaine © arforiaGroupe Monge 

페르 라셰즈의 무덤들에는 제각각의 전
통(?)이 있었다 오스카 와일드의 무덤에
는 립스틱 자국을, 에디트 피아프의 무덤
엔 한 송이 꽃을, 짐 모리슨의 묘에서는 
마약과 섹스를.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다
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마도 짐 모리슨의 
추모객 때문에) 주요 인사들의 묘는 관리
인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다.

주 출입문 ⇒ ‘세기의 연인’인 엘로이즈
와 아벨라르Éloise & Abelard의 공동 묘
(7구역 7번) ⇒ 전설의 록스타 짐 모리
슨Jim Morrison(6구역 1번) ⇒ 쇼팽(11
구역 5번) ⇒ <카르멘>의 오페라 작곡
가 비제Bizet(68구역 1번) ⇒ 대문호 발
자크Balzac(48구역 1번) ⇒ <잃어버
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르셀 프루스
트Marcel Proust(85구역 3번) ⇒ 마리
아 칼라스Maria Callas와 이사도라 던
컨Isadora Duncan(콜롬바리움 건물 내 
16258, 6796) ⇒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89구역 4번) ⇒ 화가 모딜리아니
Modigliani(96구역 1번) ⇒ 에디트 피아프
Edith Piaf(97구역 8번)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연중 계속하지 않는 
곳도 있다)에 파리에 있게 된다면 당신은 
행운아. 국립 박물관과 유적지, 그리고 아
래 미술관들의 상설 전시는 이 날 무료 입
장이 가능하다. 단, 평소보다 더욱 더 많
이 몰려드는 인파는 따로 생각해 볼 문제
다. 비상설 전시는 입장료를 계속 받는다.

연중 첫 번째 일요일 무료 개방
오랑주리 미술관Musée de l’Orangerie, 오
르세 미술관Musée d’Orsay, 케 브랑리 박
물관 Musée du Quai Branly, 국립 현대 미
술관 Musée National d’Art Moderne, 피카
소 미술관Musée Picasso

11~3월의 첫 번째 일요일 무료 개방
개선문Arc de Triomphe, 콩시에르쥬리 
La Conciergerie, 노트르담 대성당Notre 
Dame, 팡테옹Panthéon, 생트 샤펠Ste-
Chapelle, 로댕 미술관Musée Rodin, 베르
사유 궁전 Château de Versailles, 프랑스 
국립 문화 유적센터(CMN, 파리와 근교
의 10곳 이상 유적지 소개)  

 www.monuments-nationaux.fr/en 

페르 라셰즈 내 추천 동선 일요일 무료 개방 행사빅토르 위고의 집 Maison de Victor Hugo
 6 place des Vosges, 4e   01-42-72-10-16
 musee-hugo.paris.fr   Bastille ①⑧ 

  화~일 10:00~18:00   상설전시관 무료

카페 위고 Café Hugo
보쥬 광장 모퉁이에 있는 카페 레스토랑.

 22 Place des Vosges, 4e   07:00~02:00  
 15~25  Chemin Vert ⑧ 또는 Bréguet-Sabin ⑤

플라이 뷰 파리 FlyView Paris 
VR을 통해 파리 하늘을 날며 도시와 주요 유적지
들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 

 30 rue du Quatre Septembre, 75002 Paris  
 일~목 11:00~19:00, 금~토 11:00~21:00  

  Opéra ③⑦⑧

페르 라셰즈 묘지 Cimetière du Père Lachaise
주요 출입문은 메닐몽탕Ménilmontant 가와 강베
타Gambetta 가에 있다. 따라서 페르 라셰즈 역보다
는 필립 아우구스트나 강베타 역 쪽이 묘지 입구와 
가깝다. 입구에서 유명인들의 묘 위치가 표시된 지
도를 얻을 수 있다.

 16 rue du Repos, 20e   01-55-25-82-10  
 pere-lachaise.com   Philippe Auguste ②, Père 

Lachaise ②③, Gambetta ③   월~금 08:00~18:00, 토 
08:30~18:00, 일 09:00~18:00

디즈니랜드 파리 Disneyland® Paris 
유럽에서 제일 인기있는 여행지. 2개의 테마파크, 
놀이기구, 50가지가 넘는 공연 및 8개의 호텔과 
리조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77777 Marne-la-Vallée  0 825 30 05 00  
 disneylandparis.fr   RER A   매일 10:00~22:00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상이. 성인기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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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시내 관광안내사무소

파리 상세 지도와 안내책자, 가이드투어 등 관광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각종 관광 패
스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파리 관광안내사무소 
Paris Convention & Visitors Bureau 

 Hôtel de Ville - 29 rue de Rivoli - 75004 Paris
 parisinfo.com  
 09:00~19:00   Hôtel de Ville ①⑪

파리 북역 Gare du Nord
 18 rue de Dunkerque 75010 Paris
 08:30~18:00   Gare du Nord ④⑤

파리 랑데부 Paris Rendez-Vous (파리 시청)
파리가 지닌 다양한 모습을 잘 반영하는 공간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면서도 변화하는 파리의 이
미지를 잘 보여준다. 파리 시가 발간한 다양한 종
류의 팜플렛과 안내서를 불어와 외국어로 제공 받
을 수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다.

 29 rue de Rivoli   Hôtel de Ville ①⑪

 rendezvous.paris.fr

 자동차, 버스 및 보트 투어

FIT(Free, Independent Travel)가 요즘 여행의 트렌
드라지만, 현지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여행 
방법이다. (비록 여행의 큰 즐거움 중 의 하나라 하
더라도) 길 잃을 염려 없고 동선 짜느라 시간 보낼 
이유도 없는, 그런 여행을 원한다면 나쁘지 않을 
선택들.

트렁스데브 맞춤형 운송업체 
Transdev Transport 
파리 비지니스 및 휴가 여행을 위한 맞춤형 운송 
서비스 전문업체. 

 2 avenue du Groupe Manouchian, 94400 Vitry-sur-
Seine   01-53-48-39-40   transdev-visual.com

바토 무슈
센 강과 파리의 유적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 좌
석이 창가 자리이다.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모던한 메뉴를 맛 볼 수 있다.

 Port de la Conférence, pont de l’Alma, 75008 Paris  
 10:00-22:30(하절기) 11:00-21:20(동절기)  

  Alma - Marceau

브데트 드 파리 Vedettes De Paris
에펠탑 하단에 위치. 1시간 센느강 유람 코스로 파
리를 만나보세요.

 Port de Suffren, 7e   01-44-18-19-50 
 vedettesdeparis.com   Bir-Hakeim ⑥

오픈 투어 L’Open Tour
지붕이 없는 2층 버스를 원하는 때에 타고 내리면
서 파리 곳곳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투어. 10
개 국어(한국어 없음)로 안내방송이 나오는 각 버
스들은 4개 루트 50여 개 정류장을 15~30분 간격
으로 다닌다. 국내(parisvisite.co.kr)에서도 예약 가능
하며, 예약시 10% 할인도 받을수 있다.

 13 rue Auber, 9e   01-42-66-56-56 
 parislopentour.com 

 Opéra ③⑦⑧, Havre Caumartin ③⑨ 
 32(1일권) / 36(2일권)

바토 파리지엥 Bateaux Parisiens
에펠탑 아래에서 출발하는 바토 파리지엥은 파리
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다. 낮 밤 할 
것 없이, 유람선을 타고 파리의 눈부신 센 강변과 
유적들을 오디오 가이드, 레스토랑과 함께 즐길 수 
있다. 1956년부터 이어져온 노하우와 문화, 식도락 
등이 어우러진 고퀄리티의 특별한 경험. 한국어로 
된 오디오 가이드와 메뉴가 준비돼 있다.

 Port de la Bourdonnais 75007 Paris   
 33(0) 1 76 64 14 45   bateauxparisiens.com , 

reservation@bateauxparisiens.com  
 매일 10:30~22:00  

 Bir-Hakeim ⑥, Trocadéro ⑨, Champs de Mars - Tour 
Eiffel (RER Ⓒ), 42·92번 버스

Other Information
기타 여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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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세계 최고의 관광지이니만큼 여름철 성수기 여행
을 위해서는 몇 달 전에 호텔을 예약해 두어야 한
다. 타 지역에 비해 숙박비가 많이 드는 편이며, 가
격이 저렴한 호텔은 주로 바스티유나 마레 지역에 
많다.

Top Hotels
소피텔 파리 라 데팡스 
Sofitel Paris la Défense 
유럽 최대 상업지구 내에 위치.

 34 cours Michelet, 92060 Paris la Défense
  Esplanade de la Défense ①

풀만 호텔 Hôtels Pullman
센 강 가까이, 트로카데로 맞은편에 자리하는 풀만 
파리 에펠탑에서는 에펠탑을 가장 잘 조망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변에는 유명 
레스토랑과 문화 유적지들이 다수 자리한다.

 pullmanhotels.com

플라자 엘리제 호텔 
Hôtel Plaza Élysées
개선문, 샹젤리제 및 포부르 생토노레 거리에서 가
까운 이상적인 위치의 4성급 리노베이션 호텔. 

 177 boulevard Haussmann, 8e   01-45-63-93-83   
 plazaelysees.com   George V ①

호텔 뒤 컬렉셔너 아크 드 트리옹프 
Hôtel du Collectionneur Arc de 
Triomphe
 · 프랑스 내 가장 큰 5성급 호텔로 487개의 룸과 
8개의 스위트룸을 보유하고 있다. 방 크기가 30 
m²로 비교적 넓다. 
 · 개선문과 샹젤리에에 가까운 위치
 · 무료 와이파이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 

 51-57 rue de Courcelles, 75008 Paris   
 Courcelles ②

Design Hotels
오르소 호텔 Orso Hotels 
샹젤리제, 몽파르나스와 같이 파리의 유명 지역에 
부티크 호텔 체인을 운영. 

 201 rue du Faubourg Saint-Honoré, 75008 Paris 
  Charles de Gaulle Etoile ①②⑥Ⓐ

트리아농 리브 고슈 Trianon Rive Gauche
생 제르망 데 프레에 위치한 편안한 분위기의 매력
적인 독립 호텔.

 1 bis and 3 rue Vaugirard, 75006 Paris 
  Luxembourg Ⓑ

루멘 파리 루브르 호텔
Hôtel Lumen Paris Louvre
34개 객실, 5개 스위트 룸을 구비하고 있으며, 훌
륭한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는 부티크 호텔. 파리

의 중심, 루브르 근처에 위치. 
 15 rue des Pyramides, 75001 Paris   

 Pyramides ⑦⑭

Affordable &  
Charming Hotels
메이페어 파리 호텔 Hotel Mayfair Paris
루브르 박물관, 콩코드 광장, 방돔 광장, 오페라 하
우스, 샹젤리제와 도보 거리에 위치한 호텔은 세심
한 프렌치 스타일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rue Rouget de L’Isle, 1er   01-42-60-38-14 
 hotelmayfairparis.com 

 Concorde ①⑧⑫

레지드 에튀드 아파트호텔
Réside Etudes Apparthotels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던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넓
직한 호텔. 

 42 avenue George V, 75008 Paris    George V ①

소피텔 파리 라 데팡스 호텔 플라자 엘리제 

메이페어 호텔루멘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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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라이프

물랭 루즈 Moulin Rouge
파리의 또 하나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캉캉춤을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카바레. 출입 시 드레스 코
드(정장)가 있다.

 82 blvd de Clichy, 18e   01-53-09-82-82 
 moulinrouge.fr   150~1801   Blanche ②

리도 쇼 Le Lido de Paris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샹젤리제 거리에 위
치한 파리 리도가 제공하는 화려한 밤은 파리
에서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준다. “Paris 
Merveilles” 쇼는 캬바레 쇼의 진수를 보여주며, 
주목 받을 것으로 평가 받는다: 리도의 화려한 무
용수들, 블루벨 걸, 깃털 장식, 영원불변의 매력. 

 116 bis av des Champs-Élysées, 8e
 01-40-76-56-10   lido.fr   George V ①

크레이지 호스 Crazy Horse
5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클래식하면서도 현
대적인 감각의 캬바레 쇼

 12 av George V, 8e   01-47-23-32-32 
 lecrazyhorseparis.com   George V ①

푸앙 에페메르 Point Éphemère
젊은이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생 마르탱 운하 
근처에 있는, 파리에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한 일렉
트로닉 나이트 클럽 

 200 quai de Valmy, 10e   01-40-34-02-48 
 pointephemere.org   월~토 12:00-22:00, 일 

12:00-16:00   Louis Blanc ⑦

파라디 라탱 카바레 Paradis Latin Cabaret
1889년 귀스타브 에펠Gustave Eiffel이 건축한 대규
모 파리 카바레 중 하나로 프렌치 캉캉춤으로 유명. 

 28 rue du Cardinal Lemoine, 5e 
  01-43-25-28-28   paradislatin.com 

 Cardinal Lemoine ⑩

뉴 모닝 New Morning
파리의 유명 재즈 홀 중 하나인 뉴모닝은 재즈, 블
루스,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음향을 자랑한다. 

 7-9 rue des Petites Écuries, 10e 
 01-45-23-51-41   newmorning.com 
 20:00~02:00   Château d’Eau ④

르 베제 살레 Le Baiser Salé
아프리카와 라틴, 퓨전 재즈 등이 연주되는 콘서트 
홀은 많은 유명 뮤지션들이 거쳐갔다. 편안하고 느
긋한 분위기다.

 58 rue des Lombards, 1er   01-42-33-37-71 
 lebaisersale.com   20:00~06:00 

 Châtelet ①④⑦⑪⑭

오 라팽 아질 Au Lapin Agile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덕분에 프랑스에 온 사람이

라면 분위기 있는 샹송과 시 낭송을 들으며 밤을 
보낼 수 있는 곳. 

 22 rue des Saules, 18e   01-46-06-85-87
 au-lapin-agile.com   화~일 21:00~01:00 

 Lamarck Caulaincourt ⑫

카보 드 라 위셰트 Caveau de la Huchette
노트르담 대성당 근처, 라탱 지구에 있는 전설적인 
재즈 클럽.

 05 Rue de la Huchette, 75005 Paris
 Saint Michel ④

 티켓 구입 
콘서트나 연극, 오페라, 축구 등 각종 스포츠 이벤
트를 커버하는 대부분의 티켓은 시내 곳곳에 매장
이 있는 Fnac과 버진 메가스토어Virgin Megastore
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들 스토어는 현장 구매, 전
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예약 구매가 모두 가능하
다. 단, 한 번 구입한 티켓은 대개 이벤트 자체가 취
소되지 않는 한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

관광 안내 사무소(Office de Tourisme) 
온라인 구매
버스 투어, 센 강 유람선 투어, 교통 패스, 문화 패
스, 유원지 입장... 파리를 쉽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만나 볼 수 있
다.   

 booking.parisinfo.com

© Moulin Rouge카보 드 라 위셰트 

© Crazy 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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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주변을 둘러싼 일 드 프랑스 지역에선 시간
이 말을 걸어온다. 노르망디 해안으로 가는 두 시
간여의 길은 치유의 길이자 영감의 길이다. 도시
에 찌든 예술가들은 옛날부터 꽃양귀비 가득한 
길을 따라 지베르니로, 루앙과 옹플뢰르로 여행
을 다녔다.꼭 우리들처럼, 그들은 낯선 풍경에 설
레고 새 문물에 감동했다. 
그것은 왕과 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숲
처럼 거대한 궁궐을 지어 유리창에다 숲과 자연
의 경이로움을 가두었다.세월이 흘러 모두들 사
라진 자리엔 화폭에 담긴 풍경과 돌벽에 스민 향
기가 남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서, 우린 그 뒤
를 좇아 숲으로, 바다로, 그리고 그들이 지어놓은 
집으로 시간과 숨바꼭질을 하러 다닌다.

나지막한 
시간의 속삭임

Whisper  
of Time

리보 성

Around Paris  
파리 근교 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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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Route
여행 루트

Le Havre
르 아브르 1

•유서 깊은 무역항
•인상파 화가들이 사랑했던 도시

•아름다운 건축물Deauville, Trouville
도빌, 트루빌 3

•같고 또 다른 쌍둥이 도시
•영화 속 그 바다와 연인들

•카지노에서 저무는 화려한 밤
•소박하고 넉넉한 항구의 맛과 향

Château du  
Rivau
리보 성 8

•고성에서 보내는 하룻밤
•현대미술 전시회
•친환경 레스토랑

Étretat, Honfleur
에트르타, 옹플뢰르 2

•코끼리를 닮은 흰 절벽과 푸른 바다
•웅장한 현대 건축의 경이, 노르망디 교
•상큼한 시드르 향기
•인상파의 탄생지

page 58

page 64

page 62

1

2

2
3

3

에트르타

르 아브르

옹플뢰르
트루빌

도빌

몽 생 미셸

일 드 프랑스 Île de France
노르망디 Normandie
성트르 발 드 루아르 Centre Val de Loire

ⓒ Ludovic Maisant - OTAH

ⓒ OT Deauville Patrice Le Bris

ⓒ CDT Calv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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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âteau Royal d’Amboise 
Château de Chenonceau

앙부아즈 성, 쉬농소 성 6

•르네상스 시대 왕실의 근거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무덤

•아름다운 정원

Château du  
Rivau
리보 성 8

•고성에서 보내는 하룻밤
•현대미술 전시회
•친환경 레스토랑

Domaine de 
Chaumont-sur-Loire
쇼몽 성 소유지 7

•자연과 예술의 조화
•프랑스 최고의 국제정원축제
•루아르 강과 쇼몽 성

page 69

page 72

page 70

오베르 쉬르 우아즈                      파리                      퐁텐블로

파리                      베르농(지베르니)                      루앙                      르 아브르, 에트르타, 옹플뢰르

파리                      도빌, 트루빌           파리                      쇼몽 성 소유지

파리                      투르                      앙부아즈 성, 쉬농소 성          투르                      리보 성      30m1h~1h40m

35m

51m

1h

31m47m

MAP Rouen, Giverny
루앙,  지베르니 5

•모네가 손수 가꾸던 정원
•잔 다르크의 교회
•빛과 색이 변하는 루앙의 성당

page 68
5

5

Fontainebleau,  
Barbizon,  

Auvers-sur-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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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의 휴식처, 퐁텐블로 성
•그림 같은 지평선과 숲

•고흐의 마지막 생애
•밀레의 아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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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의 관문, 르 아브르

1517년 프랑수아 1세의 지시로 건설된 항구 도시 르 아
브르는 새로운 세계의 발견을 위한 통로로 반세기 넘게 
대서양 횡단의 출발지 역할을 했다. 또한 파리와 철도
로 연결이 되면서 19세기 중반부터 다양한 수상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도 유명세를 누렸다. 르 
아브르는 2차대전을 겪으며 도시의 80%가 손상되었으
나, 국가적 과제의 일환으로 유명 건축가 오귀스트 페
레Auguste Perret에 의해 재건축되었다. 1945년부터 1964년
까지 100여개 이상의 건축 프로젝트가 시행된 페레의 
작업실은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었다. 

세계 인류 유산으로 등재된 르 아브르의 건축

르 아브르는 2005년 7월 15일에 도시의 재건축물이 인
류에 공헌한 현대성을 높게 평가받아 이같이 등재되었
다. 당시 매체에서도 ‘바다의 맨하탄’이라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오귀스트 페레를 대표하는 콘크리트, 용암, 채
광 칸막이, 주랑 등으로 꾸며진 르 아브르는 브라질리
아와 함께 천재적인 건축가 페레와 니마이어가 만들어
낸 20세기 도시 계획의 본보기가 됐다. 르 아브르가 지

건축가의 천재성으로 부활한 항구도시
Coup de cœur 프랑스 관광청 추천 장소

Le Havre 르아브르˙노르망디

Le Havre et l’Estacade © Eric Martin - Figaro Magazine

Eglise Saint-Joseph © Michel Denancé - O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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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현대성은 오스카 니마이어Oscar Niemeyer와 볼캉(극장
과 미디어테크), 장누벨과 뱅 데 독(수상  복합단지)을 
통해 이어진다. 르 아브르의 건축 특징을 보다 확실하
게 느껴보고 싶다면, 역사관과 유물 보관소, 시청 광장
과 아브르의 샹젤리제라 꼽히는 포슈Foch 거리, 마거리
트 위레Marguerite Huré가 고안한12,768개의 채색창이 눈
낄을 끄는 생 조셉 교회를 주목해야 한다.   

인상주의 발상지

1872년은 르 아브르의 역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해
다. 모네가 안개낀 아침의 아브르 항구를 배경으로 그
린 <인상, 해돋이Impression soleil levant> 작품을 완성한 해
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인상파를 대표하는 그림으
로 평가받고 있다. 모네의 스승이자 옹플뢰르에서 태어
난 부댕 또한 아브르에서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르 아
브르, 항구, 해변, 보트 경기는 피사로, 시슬레, 부댕, 모
네, 용킨드와 같은 거장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안겨줬
다. 모네가 그림을 그렸던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MuMa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방대한 인상파 작품을 소장한 미술관으로, 450개 이상
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미식도 ‘예술’처럼

레진과 인상파 요리 수업을 하고 클로드 모네의 레시피
로 요리를 해본다면? 수산 시장이 자아내는 풍경도 아
브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요소일 것이다. 맞은 편에 
위치한 예외적인 18세기의 건축 양식을 지닌 선주의 집
Maison de l’Armateur도 놓치지 말 것.마켓 레 알 성트랄Halles 

Centrales에서는 최상의 식재료, 야채, 치즈, 고기, 훈제류
를 구매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커피와 무역 도시로 유
명했던 르 아브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갓 볶아낸 커
피를 꼭 맛봐야 한다. 매주 일요일에는 현지 생산자들
이 함께 하는 실외 마켓도 열린다. 세계의 교차로 역할
을 하는 항구 도시 답게 이곳에서는 육지 요리부터 가
장 이국적인 섬 요리까지 다양한 미식을 경험 할 수 있
다. 미슐랭 가이드 2스타 셰프 장 뤽 타르타랭Jean-Luc 

Tartarin은 현지 미식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Le Volcan © Michel Denancé - OTAH Bains des Docks © Bains des Docks

1 Colors on the beach  Karel Martens © Hilke Maunderⓒ Ludovic Maisant - O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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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거리, 즐길거리
유용한 주소
쇼핑을 원한다면 다수의 매장이 자리한 알 광장
place des halles 주변, 코티Coty 쇼핑 몰과 항구 분
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으며 커피 창고로 쓰였던 
독 보방Docks Vauban을 추천한다. 실내에 450미터 
길이로 조성된 거리에는 쇼핑 센터와 여가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인상파 요리 수업
 www.lehavretourisme.com

 레스토랑
La Petite Auberge
품격있는 전통 미식 애호가에게 추천하는 레스토
랑(40석).

 32 rue de Sainte-Adresse   
 www.lapetiteauberge-lehavre.fr  (메일: shennetier@

gmail.com)   22/4

Jean-Luc Tartarin
문을 닫은 빌라Villa의 미쉐린 스타 셰프가 포슈
Foch거리에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레스
토랑(40석)을 오픈했다. 그의 요리는 변함없이 창
의적이다. 

 73 av Foch   www.jeanluc-tartarin.com (메일: 
info@jeanluc-tartarin.com)   25/80

Le Bouchon Normand
신선한 재료를 기본으로 한 현지식 전문 노르망디 
미식 레스토랑.

 77 rue Louis Brindeau   
 www.normandieresto.com/ficheresto.php?id=712 

(메일: lebouchon.normand@gmail.com)   26/44

Taverne Paillette
르 아브르의 대표적인 장소. 모든 취향과 맛을 만
족시킬 수 있는 항상 유쾌한 레스토랑(160석)이다. 

 22 rue George Braque   
 www.taverne-paillette.com (메일: contact@taverne-

paillette.com)   13.50/27.50

Kimchi
여행중 깔끔하고 개운한 한국음식이 그리울 때. 르 
아브르에만 있는 노르망디 유일의 한국식당 '김치'
를 찾아보자.

 1 Rue du Général Faidherbe
 www.facebook.com/kimchi76

르 쁘띠뜨 브로캉트 La Petite Brocante
장 뤽 타르타랭 셰프가 운영하는 브라스리. 신선한 
로컬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선보인다.

 75 rue Louis Brindeau   
 

 숙박
Hôtel & Spa Vent d’Ouest****
바다와 생 조셉 교회에 인접해 있는 매우 편안한 
느낌의 매력적인 호텔로 개성있는 30개의 객실과 
스파시설을 갖추고 있다. 

 4 rue de Caligny   www.ventdouest.fr (메일: 
contact@ventdouest.fr)   98/154, 조식 12

Hôtel Restaurant Novotel****
섬세한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호텔로 
134개의 안락한 객실과 80석의 레스토랑을 구비
하고 있다. 가족 단위의 숙박에도 적합하다. 독 보
방과 연안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20 Cours Lafayette   
 www.hotel-novotel-lehavre.com/fr (메일: h5650@

accor.com)   91/130, 조식 13.50

Art Hôtel***
볼캉(국립 극장) 맞은편 페레지역 중심부에 이상
적으로 위치한 호텔은 간결하고 우아한 31개의 객
실을 보유하고 있다. 

 147 rue Louis Brindeau   www.art-hotel.fr (메일: 
contact@art-hotel.fr)   110/150, 조식 12

Château du Bec
고성에 자리한 2개의 지트와 2개의 샹브르 도트. 
현대적인 디자인을 지닌 산장인 ‘벡Bec’의 눈에 띄
는 외관과 대조를 이루는 고성이 자아내는 분위기
가 특징적이다.

 4 route du Château 76133 St Martin du Bec   
 06-22-83-24-17

Catène de conteneurs de Vincent Ganivet © Hilke Maunder Maison de l’Armateur © Eric Martin - Figaro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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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Havre, the place to be 
in Norman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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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트르타 ⓒ Atout France, Nathalie Baetens

인상파 여행은 이 두 도시를 빼 놓고는 이야기가 안 된
다. 루앙과 지베르니가 오롯이 모네의 도시라면 에트르
타와 옹플뢰르는 인상파 화가 ‘전부’의 도시라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인상파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모네의 역
사적인 작품인 <인상, 해돋이>는 르 아브르와 옹플뢰르
의 앞바다가 배경이고, <에트르타의 거친 바다>는 모네
가 1864년부터 1886년까지 일곱 차례나 에트르타를 방
문한 끝에 만들어낸 수작이다. 들라크루아, 시냐크, 쿠
르베와 마티스, 빅토르 위고, 모파상 등 장르와 전공을 
가리지 않고 예술가들이 이 지역을 좋아한 데는 이유가 
있다. 에트르타의 절벽 위에 직접 서 보거나, 대서양으
로 흘러드는 센 강과 옹플뢰르의 귀여운 항구 앞에 서 
보아야만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사과로 만든 상큼한 과실주인 시드르cidre 한 잔을 곁들
여 요기를 한 뒤 에트르타의 절벽 위로 난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 본다. 옆구리가 당겨 오면 계단에 걸터앉아 
대서양의 바람을 느끼고, 다시 땀이 식으면 멀리 보이
는 꼭대기를 향해 걷다 보면 화폭에 자주 등장했던 그 
장면이 눈 안에 들어온다. 옹플뢰르에서도 마찬가지다. 
보트들이 옹기종기 정박해 있는 크지 않은 항구를 갈매
기와 함께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섬세한 붓터치 
같은 빛이 주변을 부드럽게 채색하는 걸 느낄 수 있다. 
바라 봐 주는 것만으로 꽃이 되고 빛이 될 인상파 화가
들의 팔레트가 이 도시들의 풍경 속 어딘가에 숨어 있
다.

인상파 화가들을 불러모은 그 빛

옹플뢰르 항구 ⓒ CDT Calvados 옹플뢰르 시내

Étretat, 
Honfleur 에트르타, 옹플뢰르˙노르망디



Around Paris | 파리 근교 여행지 63

  기차역 및 대중교통
규모가 작은 두 도시 내에서는 걸어서 이동하면 된
다. 에트르타와 옹플뢰르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
은 큰 항구도시인 르 아브르Le Havre에 있다. 르 아
브르에서 두 도시로 하루 몇 차례 버스가 다닌다. 
에트르타까지는 카 페리에Cars Perier(  08-00-80-
87-03  cars-perier.com)의 24번 노선으로 한 시간, 
옹플뢰르까지는 버스 베르Bus Verts의 20번 노선
(  08-10-21-42-14  busverts.fr)으로 30분 소요.

 Le Havre  Paris(D 2h 15m), Rouen(D, 50m), Caen(D 
RE 2h 40m)

 관광안내소
에트르타 Étretat

 place Maurice Guillard 
 02-35-27-05-21  etretat.net    09:00~19:00

옹플뢰르 Honfleur
 quai Lepaulmier  02-31-89-23-30
 ot-honfleur.fr  
 Mon~Sat 09:30~19:00, Sun 10:00~17:00

 볼거리, 즐길거리
팔레즈 다발 & 팔레즈 다몽
Falaise d’Aval & Falaise d’Amont
모파상이 코끼리라고도 하고, 거인의 발이라고도 
묘사한 기이한 모습의 흰 절벽과 바다의 풍경이 어
우러진 에트르타의 절경. 시가지를 굽어보며 양쪽
에 서 있는 이들 절벽을 오르면 모네가 그렸던 인상
적인 작품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 특히 팔레
즈 다몽 위에 올라 에트르타와 팔레즈 다발 쪽을 바
라보면 그림으로 봤던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에트르타 해안의 기암괴석  Ⓒ Atout France/Fabrice Milochau 옹플뢰르 항구 전경  Ⓒ Atout France/Franck Charel

에트르타 에트르타

생트 카트린 교회
Église Sainte-Catherine
옹플뢰르의 생트 카트린 교회는 서유럽에서는 보
기 드문 목조 건축물로, 14세기에 백년 전쟁이 끝
난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시민들이 당시의 궁핍한 
형편 속에서 재료들을 긁어 모아 만들었다 한다. 
모네는 옹플뢰르를 여러번 오가며 1867년에 이 교
회를 담은 <성 카트린 교회>를 그렸다.

 place Ste-Catherine, Honfleur   09:00~18:00

위젠 부댕 미술관
Musée Eugène Boudin
옹플뢰르에서 태어나 초기 인상주의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화가인 위젠 부댕을 기리는 미술관. 
부댕뿐만 아니라 두브르와 모네 등 노르망디의 인
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50 rue de l’Homme de Bois  02-31-89-54-00  
  Wed~Mon 10:00~12:00, 14:00~18:00  

노르망디 교
Pont de Normandie
파리를 통과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센 강은 르 
아브르와 옹플뢰르 사이에서 대서양과 만난다. 파
리에서 보았을 때보다 비교도 못할 만큼 넓어진 이 
강 위로 1995년에 노르망디 교가 놓였다. V자 모양
으로 생긴 독특한 모양의 구조물들 덕에 세계적으
로 예술성 넘치는 건축물로 손꼽힌다. 다리 위에서 
보이는 센 강과 도시들과 바다의 모습도 압권이다.

 레스토랑
에트르타의 두 절벽으로 향하는 길에 늘 관광객들
로 붐비는 레스토랑이 많고, 옹플뢰르의 케 생트-
카트린Quai Ste-Catherine에 야외 테라스를 갖춘 브
라세리와 레스토랑들이 몰려 있다.

 숙박
두 도시 모두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숙소 조
회 및 예약을 할 수 있다.

옹플뢰르

에트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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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앵처럼 주말 휴가 보내기

프랑스 노르망디 북서부 해안에 있는 도빌과 트루빌은 오래 전부터 파리의 
화가와 문인, 사업가와 관광객들이 습관처럼 드나들던 쌍둥이 도시다. 이
곳에서 화가들은 해변에서 대서양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고 여배우들은 
카메라 앞에서 로맨틱한 립스틱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밤 늦도
록 카드 테이블에 앉아 자신이 번 돈을 웃음과 흔쾌히 바꾸었다.

바닷가에 사이 좋게 나란히 자리잡은 두 도시를 투크 강La Touques이 갈라놓
는다. 이 자그마한 강 하나를 경계로 서쪽의 도빌과 동쪽의 트루빌은 경쟁
하듯 자신만의 매력을 내뿜는다. 도빌은 럭셔리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낮과 
밤을 가졌다. 트루빌은 투박하고 푸짐하고 편안한 골목과 공기를 가졌다. 
아마 한 개의 도시였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서로 다른 두 개의 도시이기
에 이런 특징은 아직까지 또렷하게 구분된다. 흰 백사장 위의 형형색색 파
라솔 밑을 뒹굴던 연인이 몇 분 후에 샤넬과 루이뷔통 숍을 누비는 곳이 도
빌이라면, 비릿한 바다 향기 가득한 피쉬 마켓 위로 소박하고 유머러스한 
갈매기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는 곳이 트루빌이
다.

“도빌에서 즐기고 트루빌에서 먹어라.” 현지인이 슬쩍 흘리고 간 이 말처럼 
도빌과 트루빌의 매력은 이런‘다름’에서 나온다. 갈릭 버터로 양념한 달팽
이 전채 요리를 10유로에 사 먹을 수도 있고, 턱시도 빼 입고 바다가 보이는 
카지노 테라스에서 칵테일을 토스할 수도 있는 이 극적인 선택이 가능한 
곳은 프랑스에서 그리 흔치 않단 얘기다.

Deauville,
 Trouville

도빌 해변 ⓒ Patrice Le Bris

도빌 해변

도빌, 트루빌˙노르망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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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역
파리 생 라자르 역에서 기차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트루빌-도빌 역은 투크 강을 가로지르는 다
리인 퐁 데 벨주Pont des Belges 서편에 있다.
Trouville-Deauville  Paris (D 2h), Caen(RE 1h 7m), Rouen 
(RE 1h 33m)

 대중교통
규모가 작은 도시들이라 도빌과 트루빌 시내는 도
보로도 충분히 둘러볼 수 있다. 두 도시를 잇는 버
스(02-31-88-16-73)도 있지만 투크Touques 강을 
건너는 보트(1€)가 더욱 색다르고 편리할 수 있다.

 관광안내소
Deauville
기차역 서쪽에 있다. 

 place de la Mairie   02-31-14-40-00  
 deauville.org   
 Mon~Sat 09:00~19:00, Sun 10:00~18:00

Trouville
퐁 데 벨주를 건너 왼쪽으로 5분 거리에 있다. 역
시 도빌 부분은 빠져 있는 지도를 준다. 

 32 bd Fernand Moureaux   02-31-14-60-70
 trouvillesurmer.org   
 Mon~Sat 09:30~19:00, Sun 10:00~16:00

 볼거리, 즐길거리
쇼핑 Shopping 
도빌의 랜드마크인 카지노 근처에서부터 위젠 콜
라 가Rue Eugéne-Colas를 따라 모르니 광장Place 
Morny까지 이르는 지역은 도빌의 쇼핑 중심지다. 
특히 델랑트Delahante 지역에는 에르메스와 루이
뷔통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럭셔리 숍들이 모여 있
으며, 코코 샤넬의 첫 번째 부티크도 바로 이곳에 
있다. 1912년에 그녀의 부티크가 만들어진 자리에
는 지금 라 빌라 옴므La Villa Hommes라는 숍이 들
어서 있다.

도빌 바리에르 카지노 
Casino Barrière de Deauville
1864년에 처음 문을 연 카지노 바리에르 도빌은 
왕정 시대의 웅장한 건물 안에 있다.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며, 다양한 종류의 슬롯머
신과 게임뿐만 아니라 레스토랑과 바, 나이트클럽, 
극장 등 유흥을 위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
른들의 테마파크 같은 곳. 

 2 rue Edmond-Blanc, Deauville   
 02-31-14-31-14   lucienbarriere.com

 

빌라 몽테벨로 박물관 
Musée de la Villa Montebello
몽테벨로 미술관은 프랑스의 유명한 그래픽 아티
스트 레이몽 샤비냑Raymond Savignac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광고분야에서 특히 활발하게 응용
된 단순하면서도 위트 넘치는 작품 세계를 보여준 
그는 현재의 트루빌 포스터와 공식 깃발(갈매기가 
그려진)도 디자인했다.

 64 rue du Général-Leclerc, Trouville sur Mer  
 02-31-88-16-26

해양 레포츠 Marine Activities
파리지앵들이 왜 그렇게도 이곳을 사랑했을까. 일 
년 내내 화창한 날씨와 적당한 파도가 있는 해변
도 큰 역할을 했다. 윈드서핑과 보드, 카이트서핑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해
변 곳곳에 있다. 도빌 노틱 센터Centre Nautique de 
Deauville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Promenade Michel d’Ornano
 02-31-14-02-19

 레스토랑
레 바푀르 Les Vapeurs
1927년에 문을 연 트루빌의 전통 있는 레스토랑. 
프랑스 식 홈메이드 요리를 선보인다. 

 160-162 quai Fernand Moureaux, Trouville sur Mer 
 02-31-88-15-24    lesvapeurs.fr  
 스타터 포함 30부터

레트리에 L’Etrier
도빌의 최고급 호텔인 로얄 바리에르 
1층에 있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Royal Barrière, Boulevard Cornuché, Deauville 
  02-31-98-66-33   etrier-deauville.com 
 1 코스요리가 65~105

레성시엘 L’Essentiel
꼬르동 블루 출신으로 조엘 호뷔숑의 레스토랑 등
에서 경력을 쌓은 한국인 셰프 김미라 씨와 미슐렝 
스타 레스토랑에서 실력을 쌓은 그녀의 약혼자 두
이앙 씨가 아시아 및 프렌치 요리를 다양한 방법으
로 변주한 메뉴를 선보인다.

 29-31 rue Mirabeau   02-31-87-22-11   
  Wed~Sun 12:00~14:30, 19:00~21:30

 숙박
하루 밤 150€를 간단하게 넘기는 럭셔리한 숙박 
시설은 주로 도빌에 몰려 있으니, 경제적인 숙박을 
위해서는 트루빌에서 숙소를 찾는 것이 좋다. 주말
과 7~8월은 늘 사람들로 붐빈다. 

트루빌 피쉬 마켓

도빌 항

도빌 바리에르 카지노

도빌 경마장

트루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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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르네상스 풍 고성이 있는 퐁텐블로, 밀레의 스
튜디오와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 바르비종, 그리고 고흐
의 마지막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오베르 쉬르 우아즈는 
일 드 프랑스의 여러 명소들 중에서도 조용하고 평화로
운 하루를 보내기에 좋은 장소들이다. 파리에서 기차로 
각각 한 시간여 거리에 있는 이들 도시는 오래 전부터 
화가들의 화폭에 색을 입히고 왕들의 눈에 휴식을 선물
했다. 고흐의 색에 대한 감각, 루이 왕의 고상한 취미, 
밀레의 우아한 감수성이 눈 앞에 잡힐 듯 나타나는 풍
경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유효하다.

퐁텐블로는 베르사유 만큼 화려하지 않지만 베르사유 
보다 생동감이 넘친다. 중세 봉건 시대부터 왕정을 거
쳐 나폴레옹 3세까지 프랑스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왕도 예술가도 반해버린 전원 마을

숨쉬기 때문이다. 도시 하나를 삼키고도 남을 규모와 
아름다운 지평선을 자랑하는 퐁텐블로의 숲과 길은 아
마 베르사유와도 바꾸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 숲과 길 
너머 멀지 않은 곳에 밀레의 마을, 바르비종이 있다. 그
리고 북쪽으로, 파리를 너머 조금 먼 곳에 고흐의 안식
처인 오베르 쉬르 우아즈가 있다. 이곳을 유명하게 만
든 화가들의 조용했던 성격과 달리 이들은 이미 너무
나 유명한 곳.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겼
기에 어쩌면 그들의 흔적보다는 상술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의 여행이 즐거
운 이유가 있다. 황금빛 보리밭과 해바라기 핀 들판 저
편에서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캔버스 위의 한 장면을 
발견할 때, 붐비는 관광지가 주는 불편함 정도는 풀어
놓은 물감처럼 녹아 없어지기 때문이다.

Fontainebleau, Barbizon,
Auvers-sur-Oise

퐁텐블로, 바르비종, 오베르 쉬르 우아즈
˙일 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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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역 및 대중교통 
퐁텐블로 Fontainebleau
퐁텐블로-아봉Fontainebleau-Avon 역까지 파리 리
옹 역에서 약 40분 정도 걸린다. 역에서 퐁텐블로 
성까지는 버스(A line)로 15분 소요. 왕복 티켓과 
버스 및 퐁텐블로 성 입장료를 포함한 SNCF의 패
키지도 있다.

바르비종 Barbizon
퐁텐블로의 제네랄 드 골 광장pl du Général de 
Gaulle에서 루아얄 가Rue Royale를 따라 10여 킬
로미터 거리에 바르비종이 있다. 데네쿠르 가Rue 
Dénecourt와 리슐리외 가Rue Richelieu 교차로에서 
버스를 타면 된다.

오베르 쉬르 우아즈 Auvers-sur-Oise
파리 북역이나 생 라자르 역에서 기차를 타고 퐁투
아즈Pontoise 역 혹은 페르상보몽Persan-Beaumont 
역으로 간 뒤 오베르 쉬르 우아즈행 기차를 갈아탄
다.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

 관광안내소

퐁텐블로 Fontainebleau
성과 숲을 안내하는 책자 및 오디오가이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다. 바르비종 관련 정보도 구할 수 
있다.

 4 rue Royale   01-60-74-99-99  
 fontainebleau-tourisme.com  Mon~Sat 

10:00~18:00, Sun 10:00~13:00, 14:00~17:30

오베르 쉬르 우아즈 Auvers-sur-Oise
 rue de la Sansonne   01-30-36-10-06 
 auvers-sur-oise.com  

  Tue~Sun 09:30~12:30, 14:00~18:00

 볼거리, 즐길거리
퐁텐블로 성  
Château de Fontainebleau
원래 왕실의 사냥을 위한 작은 집이었지만 프랑스 
역대 왕들이 조금씩 증축한 결과 으리으리한 성이 
되었다. 성도 멋지지만 정원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 

 Place du Général de Gaulle   01-60-71-50-70 
 chateaudefontainebleau.net 
 Wed~Mon 09:30~18:00 

밀레 아틀리에 
L’Atelier Jean-François Millet
밀레의 대표작 <만종>의 배경이 되는, 바르비종에 
있는 밀레의 스튜디오

 27 Grande-rue   01-60-66-21-55 
 atelier-millet.fr   Thu~Mon 09:30~12:30, 

14:00~17:30   5

고흐의 집  
Maison de Van Gogh
고흐가 마지막 생애를 살았던 오베르 쉬르 우아즈
의 집. 작은 방과 침대, 책상, 의자 등 조촐하고 쓸
쓸했던 그의 마지막 흔적을 엿볼 수 있다.

 place de la Mairie   01-30-36-60-60 
 maisondevangogh.fr   Wed~Sun 10:00~18:00  
 6

오베르성 고흐의 집

도비니 미술관

오베르 쉬르 우아즈

 레스토랑
오 바그 알 람 Au Vague à l’Âme
해산물 요리가 특히 맛있는 퐁텐블로의 카페 레스
토랑 

 39 rue de France, Fontainebleau   01-60-72-10-32  
 Tue~Sat Lunch&Dinner, Sun Lunch  10~30

 숙박
일 드 프랑스의 주요 도시들은 대개 파리에서 하루 
코스로 방문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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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en, Giverny

 기차역
루앙의 중심가인 잔다르크 거리(Rue Jeanne d’Arc)
를 따라 북쪽 끝으로 가면 루앙-리브 드로아트 역
(Gare Rouen-Rive Droite, Gare-Rue-Verte)이 나온다. 
지베르니로 가기 위해서는 베르농Vernon 역에서 
베올리아Veolia의 셔틀버스(  08-25-07-60-27  
mobiregion.net )를 타면 15분쯤 걸린다. 

 Rouen > Paris(D 1h 10m), Vernon(D, RE 42m) / 
Vernon  Paris(D 47m)  

 대중교통
루앙에는 TCAR(  02-35-52-52-52,  tcar.fr)이 운영
하는 버스와 1개 노선의 지하철이 있다. 1시간 동안 
환승할 수 있는 싱글 티켓은 1.60€, 데이 패스Titre 
Découverte의 가격은 5€다. 지베르니에서는 특별
한 교통 수단이 필요없다.
 

 관광안내소
루앙 Rouen
노트르담 성당 서쪽 광장의 유서 깊은 16세기 건
물에 있다. 예전엔 모네가 머무르며 그림을 그렸던 
방이 있던 건물이기도 하다.

 25 place de la Cathédrale   02-32-08-32-40 
 rouentourisme.com   Mon~Sat 09:00~19:00, 

Sun 09:30~12:30, 14:00~18:00

지베르니 Giverny
공식적인 관광안내소나 웹사이트는 없고, giverny 
.org 나 vernon-visite.org, 혹은 영문 블로그
(giverny-impression.com)를 참고할 만하다.

 볼거리, 즐길거리
노트르담 성당 Cathédrale Notre Dame
정교하고 웅장한 이 고딕 양식의 파사드를 그린 모
네의 연작으로 유명한 성당. 

 place de la Cathédrale  
 Mon~Sat 07:30~19:00,  

Sun 08:00~18:00
잔다르크 교회 Église Jeanne d'Arc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한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교
회.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내부를 반드시 구경
해 볼 것. 

 place du Vieux Marché
  10:00~12:00, 14:00~18:00

보자르 미술관 Musée des Beaux-Arts
루벤스, 모딜리아니, 피사로, 르누아르, 모네 등의 
작품들을 소장한 루앙의 대표 미술관 

 esplanade Marcel Duchamp   02-35-71-28-40 
 Wed~Mon 10:00~18:00 3

모네의 집과 정원
Maison et Jardins de Claude Monet
모네가 그의 마지막 일생을 살았던 지베르니의 바

잔다르크와 모네의 발자취
로 그 집. 그는 43년간 이곳에 살면서 필생의 대작
인 <수련>을 완성했으며, 손수 정원Jardin d’Eau과 
꽃을 가꾸었다. 

 84 rue Claude Monet   02-32-51-28-21
 fondation-monet.com

 레스토랑
노르망디에서 꼭 맛 보아야 할 게 적어도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카망베르로 대표되는 이곳의 치즈고 
또 하나는 키르kir(산딸기 비슷한 열매인 카시스
cassis 엑기스와 화이트 와인을 섞은 식전주)다.

라 쿠론 La Couronne
루앙의 잔다르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1345년에 
문을 연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31 Place du Vieux Marche 76000 Rouen   
 02-35-71-40-90   
 lacouronne.com.fr  코스 요리가 60선

 숙박
샤토 코르네이유 호텔 
Hotel Château Corneille
지베르니와 루앙 중간에 있는  
고즈넉한 3성급 전원 호텔

 17 rue de l’Eglise, 27600 Vieux Villez  
 02-32-77-44-77  chateau-corneille.fr 
 105부터

모네의 집

잔다르크 교회지베르니 © GB MTNG - FCM

루앙, 지베르니˙노르망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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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âteau Royal d’Amboise  
Château de Chenonceau

‧르네상스 시대를 상징하는 2개의 성, 
앙부아즈 성과 쉬농소 성

‧프랑스 역사 속 2명의 인물, 레오나르도 다빈치
(Léonard de Vinci)와 카트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édicis)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독보적인 풍경

 파리에서 가는 법
기차 이용 시 파리 몽파르나스 역에서 TGV로 1시
간 소요, 혹은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서 TGV로 1
시간 40분 소요. 이후 성까지 픽업차량으로 30분 
소요 – 가이드, 식사, 입장료 포함. 차량 이용 시 파
리에서 2시간 30분 소요.
‧루아르 밸리 투어 Loire Valley Tours

 02-54-33-99-80   loire-valley-tours.com
‧발 드 루아르 트레블 Val de Loire Travel

 07-86-46-94-07   valdeloire-travel.com

 관광정보
앙부아즈 성에서는 3D 재현 태블릿 ‘히스토패드 
Histopad’가 한국어 서비스로 제공되며, 쉬농소 성
에서는 한국어 오디오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앙부아즈 성   02-47-57-00-98  contact@
chateau-amboise.com  chateau-amboise.com
‧쉬농소 성   02-47-23-44-02   info@chenonceau.
com  chenonceau.com

 볼거리, 즐길거리
앙부아즈 성
발 드 루아르의 풍경을 360°로 감상할 수 있는 앙
부아즈 성의 정원을 만끽해보자. 특히 올해에는 레
오나르도 다빈치(1519-2019) 타계 500주년을 맞

아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들도 놓치지 말자.

쉬농소 성
6월 15일, 왕비의 «약 조제실» 이 복원되어 대중
들에게 개방된다. 카트린 왕비는 늘 과학자를 곁에 
두고 지냈는데 이중에는 왕비의 약제사로 활동했
던 노스트라다무스도 있었다. 정원 또한 새단장 된
다. 성의 가장 인기 공간 중 하나인 그랑드 갤러리
Grande Galerie의 흑백 바닥을 그대로 옮긴 듯 흑색
과 백색 꽃들로 꾸며진 정원의 특별한 광경을 만나
보자.

 레스토랑
앙부아즈 성
성 내에 위치한 «르 카페Le Café»에서 식사를 즐
길 수 있다. 4월부터 9월까지 휴무 없이 운영된다. 
특별한 풍경 속에서 온화한 햇빛을 즐기기에 가장 
이상적인 곳이다. 이 밖에도 성 아래 펼쳐진 매력
적인 도시 ‘앙부아즈Amboise’ 내에도 맛 좋은 레스
토랑들이 즐비해 있다. 

쉬농소 성
«오랑주리L’Orangerie»는 쉬농소 성의 미식 레
스토랑이다. 성의 텃밭에서 공수한 식재료를 활
용한 고급 제철 요리를 선보인다(  restaurants@

chenonceau.com). 또한  패스트 푸드점, 푸드 트럭, 
티 살롱, 크레프 가게가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
지 운영된다.

 숙박
앙부아즈
고성 아래 펼쳐진 매력적인 도시, 앙부아즈에서  
다양한 호텔을 찾아볼 수 있다. 
슈아줄 호텔 Hôtel Choiseul**** 

 www.grandesetapes.fr
미님 호텔 Hôtel des Minimes**** 

 www.manoirlesminimes.com
레 테라스 루아얄 Les Terrasses Royales
(앙부아즈 성이 한눈에 보이는 환상적인 전망)

 www.les-terrasses-royales.com 
르 마누아 뒤 파르크 Le Manoir du Parc
(프라이빗 자쿠지를 갖춘 아담한 롯지)

 www.manoirduparc.com

쉬농소
쉬농소 마을에서는 고성 호텔, 가성비 좋은 B&B 
호텔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쉬농소 성, 약 조제실 © Dominique couineau_HD

앙부아즈 성 전경 © 2018-Joël Klinger-FSL

Coup de cœur 프랑스 관광청 추천 장소

앙부아즈 성, 쉬농소 성˙성트르 발 드 루아르

앙부아즈 성
르네상스 시절 프랑스 왕들의 궁전이었던 앙부아즈 성은 루아르 강과 하늘 사
이에 세워진 건축의 보석이다. 오늘날의 앙부아즈 성은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
한 히스토패드HistoPad 를 통해 500년 전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앙부아즈의 소성당을 비롯해 성의 화려한 내부와 왕실 거처들
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 

쉬농소 성
2019년은 1519년 4월 13일 피렌체에서 태어난 카트린 드 메디치 여왕을 기리
는 해이다. 쉬농소 성을 소유하게 된 그녀는 우아한 2층 갤러리 건축을 추진하
였다. 이로써 쉬농소 성은 고향에 두고 온 베키오 다리를 떠올리게 하는 기품 
있고 아름다운 건축적 특징을 겸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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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e de
  Chaumont-Sur-Loire

쇼몽 성 소유지Domaine de Chaumont-sur-Loire는 파리에서 2시
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루아르 계곡
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경관 
분야에 등재될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32헥타
르에 달하는 부지는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사용된다.

• 매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조형 예술가, 사진
작가 열댓 명이 자연과 식물을 주제로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연 아트 센터’Centre d’Arts et de Nature

•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조

성과 정원,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예술과 자연의 고장 

쇼몽 성 © Eric Sander

경사, 정원 디자이너들이 솜씨를 뽐내는 ‘국제정원축
제’Festival International des Jardins

• 루아르 계곡의 성들 중에서도 가장 근사한 성으로 꼽
히며, 영국 스타일의 정원으로 둘러싸인 ‘쇼몽 성’Château 

de Chaumont-sur-Loire

연중 내내 관광객을 맞이하는 쇼몽 성 소유지는 미쉐린 
여행 가이드 ‘문화 행사’ 부문에 최고점인 3스타를 부여 
받았다.

쇼몽 성 소유지˙성트르 발 드 루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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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aina Mello Landini, Stéphane Thidet, Agnès 
Varda, Christian Renonciat, Ma Desheng, Vincent 
Mauger, Côme Mosta-Heirt, Cornelia Konrads, 
Luzia Simons et Marc Couturier

2019년 4월 25일 ~ 11월 3일: 제28회 쇼몽성 
국제정원축제 
Festival International des Jardins
국제정원축제는 세계 각국의 조경사와 정원 디자
이너들의 공모작을 엄선해 선보이는 국제 대회이
다. 매년 달라지는 그 해의 컨셉에 맞게 꾸며진 30
개의 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팀의 정원도 채택되었으니 꼭 
방문해보자. 특별 초청을 받은 아티스트들은 그 해
의 테마에 구애 받지 않고 그들만의 창의력 넘치는 
작품을 선보인다. 구알루프 공원(중국, 한국, 일본, 
영국 스타일의 상설 정원), 쇼몽 성 소유지의 텃밭
Potager du Domaine, 안개 골짜기Vallon des Brumes
와 달리아 미로Labyrinthe des Dahlias도 놓치지 말
아야 할 볼거리다.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일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국제정원축제를 방문하
면 아름다운 조명으로 빛나는 정원들을 관람할 수 
있다. 

2019년 9월 20일 ~ 9월 22일: 꽃 장식이 아트
가 될 때  Quand Fleurir est un Art
쇼몽 성의 새로운 이벤트. 프랑스 및 해외의 플로
리스트들이 성 내부와 마구간을 향기롭고 아름다
운 꽃들로 장식하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연중 가능한 쇼몽 성 방문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쇼몽 성의 옛 주요 성주
로는 카트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édicis)와 디
안 드 푸아티에(Diane de Poitiers)가 있다. 이외에

  교통
쇼몽 성은 블루아Blois와 투르Tours사이, 파리에서 
1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자가용:
•파리에서 출발 할 경우, A10번 고속도로 및 블
루아 17번 출구(sortie n°17 Blois) 이용
•투르에서 출발 할 경우, A10번 고속도로 및 앙
부아즈 18번 출구(sortie n°18 Amboise) 이용

기차: 
•파리 오스테를리츠역Gare de Paris Austerlitz에
서 기차 탑승 후 옹쟁/쇼몽 쉬르 루아르Onzain/
Chaumont-sur-Loire역에서 하차, 앙테르시테 열차
train Intercités로 1시간 40분 소요, 성수기 기간 동
안 4개의 직통/주간 노선 운행
•투르 역Gare de Tours에서 기차 탑승 후 옹쟁/쇼
몽 쉬르 루아르역에서 하차, TER열차로 30분 소
요.

 입장료
•봄/여름 : 성인 18€, 아동(만6~11세) 6€
•가을/겨울 : 성인 12€, 아동(만6~11세) 4€

➤ 개방 시간
쇼몽 성과 자연 아트 센터Centre d’Arts et de Nature는 
신년(1월 1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를 제외하고 
1년 내내 관람 가능하다. 국제정원축제가 진행되는 
공간과 구알루프 공원Prés du Goualoup은 2019년 4
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일 개방된다.
•4월 1일~24일 : 10:00~19:00
•4월 25일~8월 31일 : 10:00~20:00
•9월 1일~30일 : 10:00~19:30
•10월1일~26일 : 10:00~19:00
•10월 27일~11월 16일 : 10:00~18:00
•11월 17일~12월 31일 : 10:15~17:30

 축제 행사
2019년 3월 30일 ~ 11월 3일: 제11회 자연아
트센터 아트시즌 Saison d’Art du Centre 
d’Arts et de Nature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예술가들이 매년 초청돼 
쇼몽 성 소유지의 자연을 주제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작품들을 창조한다. 작품들은 성 
내부, 농가의 마당, 마구간, 역사공원과 구알루프 
공원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19년 참여 아티스트 명단: Gao Xingjian, El Anatsui, 

© Eric SanderMassifs parc historique © Eric Sander

도 천문학자 코시모 루기에리(Cosimo Ruggieri), 이
태리 조각가 니니(Nini),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 여성 소설가이자 철학가인 제
르멘 드 스탈(Germaine de Staël) 등, 오랜 역사만큼
이나 많은 유명인사들을 맞이한 곳이기도 하다. 성
이 공공 소유가 되기 전 마지막 성주였던 브로이 
왕자와 공주는 19세기 말 쇼몽 성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며 이곳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레스토랑, 상점
•쇼몽 성 소유지에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공간 5
곳이 있다. 국제정원축제에서 영감을 얻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부터 야외에서 셀프로 
즐기는 뷔페, 가벼운 샌드위치 매장, 카페, 찻집까
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신선한 유기농 지역 특산
품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음식들이 현장에서 바로 
요리된다. 수제 아이스크림과 셔벗도 꼭 맛보자.  
•1년 내내 열려 있는 쇼몽 성의 기념품 숍에선 성
의 역사와 현대미술 전시를 주로 다룬 서적들을 구
입할 수 있다. 또한, 정원 숍은 다양한 종류의 씨앗, 
식물, 정원에 대한 책, 에센셜 오일과 향수 등을 판
매한다. 오프라인 매장은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만 운영되며, 온라인 매장이 최근 오픈 했다. 

boutiques.domaine-chaumont.fr

 숙박

• 도멘 데 오 드 루아르  
Domaine des Hauts de Loire**** 

 옹쟁(Onzain)에 위치   domainehautsloire.com
• 샤토 데 테르트르 Château des Tertres*** 

 옹쟁(Onzain)에 위치   chateau-tertres.com/
• 오스텔르리 뒤 샤토 Hostellerie du Château*** 

 쇼몽 쉬르 루아르(Chaumont-sur-Loire)에 위치  
 hostellerie-du-chateau.com/index.ph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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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서 보내는 하룻밤, 리보 성

리보 성

Château du Rivau
리보 성˙성트르 발 드 루아르

시농Chinon에서 10km 거리에 위치한 리보Rivau 성은 독특함과 유머감각을 자랑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
이나 정원을 방문하는 것에서 벗어나 깜짝 놀랄만한 정원의 세계로 방문객을 이끈다. 500여 종의 향기로운 장미, 
드넓게 펼쳐진 텃밭, 성 내부와 정원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념물과 작품들은 방문객들의 모든 감각을 깨운다. 
어린이들은 보물찾기와 중세 시대 의상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어른들을 위한 티 살롱, 전시, 해먹 등도 준비되어 
있다. 점심에는 오직 방문객들에게만 개방되는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
자동차
투르에서 푸아티에Poitiers 방향으로 A10 고속
도로를 타다가 25번 출구(Sainte Maure de 
Touraine)로 나온 다음, 시농Chinon방향으로 달
리다 보면 리보 성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앙제 또
는 소뮈르Saumur 방향에서 올 때는 투르Tours 방
향의A85 고속도로를 타고, 5번 출구(Chinon/
Bourgueil)로 나오면 된다.

기차
파리에서 출발, 투르Tours혹은 생 피에르 데 코르
Saint pierre des Corps 역에 내려(파리에서1시간 소
요),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택시 혹은 투어 미니버
스를 이용한다.

투어 미니버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앙부아즈 관광안내사무소
l’office de tourisme d’Amboise에서 9시, 투르 관광
안내사무소l’Office de Tours 앞에서 9시30분 출발. 
투어에는 리보, 아재Azay, 빌랑드리Villandry 성 방
문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예약 가능.

➤ 2019년 개방 시간
•4월 1일~30일 : 10:00~18:00
•5월 1일~9월 30일 : 10:00~19:00
•10월 1일~11월 3일 : 10:00~18:00

단체 관광객(15명 이상): 사전 예약에 한하여 일년 
내내 개방. 마지막 입장은 마감 시간 45분 전까지 
가능하다. 성, 마구간, 정원을 둘러보기 위해 적어
도 1시간 3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유로운 방문
을 위해서는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
다. 
•레스토랑 운영 시간: 4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12:00~15:00, 예약 전화: +33 2 47 95 77 47
•티 살롱 운영 시간: 7월, 8월 12:00~16:00

Coup de cœur 프랑스 관광청 추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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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입장료
•성인 11€, 아동(만5~18세) 7€, 5세 미만 무료, 학
생 9€
•가족 요금: 어른 2명 & 아이 2명: 32€ / 어른 2명 
& 아이 3~5명: 37€
•장애인 요금: 성인 7€, 아동 5€
•오디오 가이드: 3.50€ 
•아이들을 위한 의상 대여: 3.50€ (3번째 의상 대
여 시 무료) 
•여름 방학 기간 어린이 요금: 3.50€

 축제 행사
•계란 줍기 행사Chasses aux oeufs: 
   4월 18~20일
•앙상블 페르스펙티브 콘서트Concert Ensemble 
Perspectives: 4월 25일
•르네상스 무도회Bal Renaissance: 5월 18일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속 ‘보이는 것’과 ‘보이
지 않는 것’ 컨퍼런스: 6월1일 11시
•장미 축제Fête de la Rose: 6월 1~2일
•정원 랑데부Rendez vous Jardins: 
   6월8~9일
•기마창 시합Joutes Equestres: 8월 10~11일
•호박 축제Fête de la Citrouille: 9월 8일
•유럽 문화유산의 날Fête du patrimoine: 
   9월 21일~22일
•가을의 꽃Fleurs d’Automne: 10월 26~27일
•할로윈Halloween : 10월31일

2019년 4월 1일 ~ 11월 3일: 레오나르도와 르
네상스에 영감을 받은 30명의 아티스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서거 500주년을 맞이하여 

발 드 루아르Val de Loire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리보 성에서는 특별한 현대 미술 
전시회를 준비 했다. 이번 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
치가 예술계에 남긴 다양한 공적을 호기심 어린 눈
으로 들여다보는 콘셉트로 기획되었다. 다빈치와 
르네상스 시대가 남긴 유산을 우리 시대 예술가들
의 눈으로 관찰한다. ‘다이아나의 모습을 한 가브
리엘 데스트레’ 와 ‘미다스 왕의 심판’ 등 프랑스 국
립박물관 소장 작품들 또한 이번 전시에 함께 소개
된다. 
다빈치가 고안한 놀라운 기계들, 자화상, 여성 초
상화, 섬세한 조각, 해부학, 역사화, 수기 노트 코덱
스codex, 풍경화 등 여러 분야에 그가 남긴 작품들
이 30여명의 유명 아티스트의 손을 거쳐 관람객 
앞에 펼쳐진다. 
또한 이 전시는 1500년경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와 프랑스의 예술적 교류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
지고 있음을 이탈리아의 예술가 안토넬라 부사니
치Antonella BUSSANICH, 알레산드라 카포다쿠아
Alessandra CAPODACQUA, 줄리아 안드레아니Giulia 
ANDREANI, 알레산드라 라지오니에리Alessandra 
RAGIONIERI의 작품들을 통해 보여준다. 

 레스토랑
리보 성 레스토랑에서는 텃밭에서 애정을 듬뿍 담
아 기른 채소와, 직접 만든 시농 와인Vin de Chinon 
을 맛볼 수 있다. 지역 농민들로부터 공수한 신선
하고 건강한 재료들만을 사용하여 재료의 원산지
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는 이웃 농민들과 상생하
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동참
하고자 하는 리보 성의 의지를 보여준다.
추천 메뉴는 신선 샐러드와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만든 수프다. 채식 메뉴, 글루텐 프리 메뉴, 아이들
을 위한 세트 메뉴도 준비돼 있다. 9.50€부터.

 www.chateaudurivau.com/en/your-visit/loire-valley-
restaurant.php

 숙박
리보 성의 7개의 객실 
리보 성 왕실 마구간 내에 위치한 7개의 호화 객실
을 경험해 보자.  유구한 역사와 과거의 풍취가 가

득한 이곳은 15세기 백년 전쟁의 영웅 잔 다르크가 
묵은 곳이기도 하다. 각 객실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에게 받은 영감으로 꾸며져 고유
한 매력을 발산한다. 모던한 안락감과 고전미가 조
화를 이룬다. 

•최고급 타월과 헤어드라이어, 수제 어매니티가 
구비된 욕실
•최고급 침구와 완벽한 방음 시설이 설치된 침실
•에어컨 및 무료 와이파이, 금고 및 전기포트

리보에서의 숙박은 성에 거주하던 귀족들의 호화
롭고 평온하며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체험할 수 있
는 특별한 경험이다. 저녁에는 성 내에서 따로 레
스토랑이 운영되지 않지만, 차로 약 5~15분 내 거
리에 위치한 여러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을 즐
길 수 있다. 마구간 메인 홀에서 제공되는 조식 뷔
페는 숙박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www.chateaudurivau.com/en/castle-and-gardens/
castle/sleep-in-castle.php 

기타 참고 웹사이트
정원 Les Jardins

 www.chateaudurivau.com/fr/jardins.php

장미 콜렉션  La Collection de roses
 www.chateaudurivau.com/fr/jardins-fleurs-du-mois.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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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Nantes
낭트 ❶

•브르타뉴 지방의 역사적 중심지
•프랑스에서 가장 창의적인 도시

•섬의 기계들(les Machines de l’île)과 자이언트 기계 코끼리
•공공 공간에 전시된 수많은 예술작품

Rennes
렌 ❸

•잘 보존된 중세 도심과 목골 가옥들
•리스(Lices) 시장, 프랑스에서 가장 큰 박물관

•수많은 크레프 레스토랑 
•역동적인 캠퍼스 라이프

Saint-Malo
생 말로 ❹

•바다에 둘러싸인 환상적인 성벽
•신선한 생선, 해산물 레스토랑

•해적과 얽힌 흥미로운 과거

page 77

page 78

page 78

ⓒ F. Tomps

ⓒ F. Tomps

Saint-Nazaire 
생 나제르 ❷

•대형 항구,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조선소 
•‘루아르강 예술의 길(Estuaire)’ 작품들 감상 
•루아르 강과 대서양의 만남

page 77

몽 생 미셸

디낭

생 말로

브레스트

캥페르

반느

돌 드 브르타뉴

렌

생 나제르

낭트ⓒ F. Tomps

ⓒ Lamoureux

루아르강 예술의 길 (Estu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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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트(Nantes), 생 나제르(Saint-Nazaire), 렌
(Rennes), 생 말로(Saint-Malo)는 프랑스 서
부 지역의 매력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소개하
기 위해 이 네 도시에서부터 출발해 몽 생 미셸
(Mont-Saint-Michel)에 이르는 여정을 마련했
다. 이 여정을 따라 숨겨진 보물, 비밀스런 해변
가, 경치와 어우러지는 예술작품 등 지역의 보물
들을 만나볼 수 있다.

브르타뉴로 떠나는 여행

A 
Journey to 

Brittany 
Mont-Saint-Michel
몽 생 미셸 ❻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 관광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럽 최고의 장관을 자랑하는 조수간만

Dinan 
디낭 ❺

•놀라운 중세시대 유적
•탁 트인 랑스(Rance)강 전경

page 79

page 78

· Nantes ⇨ Saint-Nazaire (TER, TGV 54분)

· Nantes ⇨ Rennes (TER 1시간 30분)

· Rennes ⇨ Dinan (TER 1시간 20분, 돌 드 브르타뉴 역 환승) 

                                   (혹은 버스 직행 1시간 17분)

· Dinan ⇨ Saint-Malo (TER 1시간 10분, 돌 드 브르타뉴 역 환승) 

· Rennes ⇨ Saint-Malo (TER 직행 1시간)

· Saint-Malo ⇨ Dol-de-Bretagne (TER 직행 16분)

· Dol-de-Bretagne ⇨ Mont-Saint-Michel  (버스 30분)

Paris  ➞

ⓒ F. Tomps

ⓒ F. Tomps

Northwestern France  
프랑스 북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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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서부에 위치한 4개의 도시가 그들의 예술, 식도
락, 건축, 자연 유산들을 하나로 모았다. 

낭트Nantes, 생 나제르Saint-Nazaire, 렌Rennes, 생 말로Saint-

Malo, 네 개의 도시가 힘을 합쳐 브르타뉴 지역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낭트에서 출발하
여 몽 생 미셸Mont-Saint-Michel에 이르기까지 총 18개의 코
스가 준비돼 있다. 코스 곳곳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초청 받은 예술가, 크리에이터, 건축가들이 남긴 흔적
들을 만나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예술가 Nikolay 
Polissky의 전망대 작품에 오르면 빌렌Vilaine강의 놀라
운 뷰를 맞닥뜨리게 된다. 여행 코스를 따라서 지역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들(브르타뉴 공작의 성, 생 말로 성
벽...)을 만나는 한편,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관광지
들(렌에 세워진 놀라운 건축물 마빌레Mabilay, 11개의 수
문이 아름다운 Hédé-Bazouges...)도 발견할 수 있다. 

코스의 다양성은 끝이 없다. 렌과 낭트가 도시적이고 
예술적인 창의성을 보여준다면, 몽 생 미셸 만(灣)과 브
리에르 습지는 숨막히게 멋진 자연풍광을 보여준다. 생 
말로는 해적의 역사를, 디나르는 벨 에포크 시대의 화
려한 건축물들을 자랑한다. 생 나제르 조선소를 지나며 
바다를 가르는 대형 선박들의 탄생을 목격하고, 마지막 
코스인 몽 생 미셸의 황홀한 석양을 마주하며 마음 속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느껴보자.

브르타뉴로 떠나는 여행 

낭트, 생 나제르, 렌, 생 말로에서 몽 생 미셸까지

Coup de cœur 프랑스 관광청 추천 장소

A  
  journey to Brittany

낭트, 뷔렌의 고리 ⓒ M.Argyroglo

 ⓒ C.Freger

낭트, 생 나제르, 렌, 생 말로, 몽 생 미셸˙브르타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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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트 Nantes
브르타뉴 지방의 역사적 수도인 낭트는 오늘날 프
랑스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대도시로 손
꼽힌다. 낭트는 이틀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도보로 도시를 돌아볼 수 있다. 브르타뉴 공작의 
성Château des ducs de Bretagne과 역사박물관, 성 
베드로-성 바울 대성당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보
다 더 높다!), 세계 최고의 기계 테마파크, 마쉰 드 
릴Machines de l’île과 이곳의 명물인 높이 12m의 
기계 자이언트 코끼리, 수많은 예술작품이 설치된 
도시 곳곳의 공공장소, 고전 건축물이 있는 그라슬
랭 구역, 중세 구역, 100여 개의 공원과 정원, 신선
한 재료들이 가득한 시장, 맛집 등 실로 다양한 명
소를 자랑한다.  낭트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프랑스
의 한 도시로서 예술적 영감과 평안을 주는 출발점
이다.

기차
파리에서 TGV로 1시간 56분.

시내 교통
버스, 트램 (TAN 망), 시티 패스Pass Nantes 추천

낭트 관광안내사무소
 9, Rue des états (성 맞은편) 44000 Nantes
 0811 464 644   화-일  10:00 - 18:00,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일 10h - 19h   nantes-tourisme.com

 볼거리,  즐길거리
브르타뉴 공작의 성 
Château des ducs de Bretagne

 4, place Marc Elder - 44000 Nantes
 02 72 640 479   월-토 10h - 18h, 일, 공휴일: 

10h -17h, 7월 1일 – 8월 26일: 매일 9h-19h  
 chateaunantes.fr

기계 섬, 마쉰 드 릴 Machines de l’île
 Parc des Chantiers, Bd Léon Bureau, 44200 Nantes
 0810 12 12 25    홈페이지 참고

 lesmachines-nantes.fr

 쇼핑
ABC 테루아 ABC Terroirs  

 5 place Saint –Pierre,  9 rue Franklin, 44000 Nantes
 02 40 89 76 26  Abcterroirs.com

 레스토랑

라 시갈 La Cigale
 4, Place Graslin, 44000 Nantes
 02 51 84 94 94   lacigale.com

 숙박
라디쏭 블뤼 낭트 Radisson Blu Nantes **** 

 6, Place Aristide-Briand, 44000 Nantes 
 02 72 00 10 00    radissonblu.com

⇢ 생 나제르  
     Saint-Nazaire
대서양 해안, 루아르강 하구에 위치한 생 나제르는 
최고의 해안 산책로를 갖추었다. 150년 전부터 시
작된 조선업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미대륙을 잇는 대
형 선박들이 이곳에서 탄생했으며, 오늘날에는 세
계 최고의 크루즈 선박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예
술을 좋아한다면, 2007년부터 생겨난 ‘루아르강 
하구 예술의 길Estuaire’을 따라 현대 예술작품들을 
감상해보자. 한편, 2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 이곳에서는 당시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생 나제르 관광안내사무소 Office de 
Tourisme / Le Port de tous les voyages

 Boulevard de la Légion d’honneur,  44600 Saint-
Nazaire   02 40 22 40 65  

 saint-nazaire-tourisme.com /  www.
leportdetouslesvoyages.com

 쇼핑
르 스키퍼 Le Skipper 

 1, avenue René Coty,  44600 Saint-Nazaire
 02 40 22 20 03

⇢ 낭트에서 렌까지
낭트를 떠나 루아르강 하구를 따라 유니크한 프랑
스 대표 예술작품들을 감상해 본다. 대표 작품으로
는 루아르 강에 세워진 집Maison dans la Loire, 부드
러운 배Bateau mou, 별이 빛나는 정원 Jardin étoilé, 
해양의 뱀Serpent d’océan, 그리고 생 나제르Saint-
Nazaire에 펼쳐진 ‘삼각형의 연속Suite de Triangles’
이 있다. 자연환경보전구역의 중심에 위치한 스타
급 셰프 에릭 게랭Éric Guérin이 운영하는 라 마르 
오 좌조La Mare aux Oiseaux 레스토랑에서 점심식
사를 한 후 브리에르Brière 습지에서 생태다양성을 
관찰하고 무한한 자연경치를 감상해보자. 그 후 니
콜라이 폴리스키Nikolay Polyssky의 상상력이 빚어
낸 전망대 근처의 빌랜 강 유역을 따라 여행을 계
속하면서 브르타뉴의 수도인 렌Rennes 에서 일정
을 마친다.

브르타뉴 공작의 성 ⓒ Peneau

생 나제르 ⓒ Klose 렌 ⓒ Mazodier낭트, 생 나제르, 렌, 생 말로, 몽 생 미셸˙브르타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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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Rennes
풍부한 유산을 자랑하는 도시 렌은 여행자들이 쉽
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다. 반드시 봐야 할 볼거리
로는 중세 건축양식의 도심(브르타뉴에서 가장 많
은 목골 가옥을 렌에서 볼 수 있다.), 브르타뉴 고등
법원Parlement de Bretagne, 타보르Thabor정원, 현
대미술센터 라 크리에la Criée, 매일 아침 열리는 예
쁜 실내시장을 들 수 있다. 또한 크레프 식당 한 곳
을 골라 크레프를 맛본 후 장 누벨Jean Nouvel, 드 
포트잠파크De Portzamparc 등 유명 건축가들의 현
대 건축물들을 방문하거나 프락(FRAC, 프랑스현
대미술지방재단)을 포함한 다양한 현대 예술 전시
회를 즐겨보는 것도 좋다. 빌랜Vilaine강을 따라 라 
마빌레이la Mabilay 건물까지 이르는 산책을 통해 
도심 속 자연도 만끽할 수 있다! 멋지게 보수를 마
친 14세기 역사적 건축물 쿠방 데 자코뱅Couvent 
des Jacobins에서 피노PINAULT콜렉션의 특별 전시
를 관람하는 것도 잊지 말자. 최초로 렌에서 현대
미술 거장들의 60여점 이상의 훌륭한 작품들을 
감상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차
파리에서 렌까지 TGV로 1시간 25분.

시내 교통
버스, 지하철 

렌 관광안내사무소
 1, Rue Saint-Yves, 35000 Rennes
 02 99 67 11 11   월 13h – 18h, 화 -토. 10h – 18h, 

일 11h – 13h, 14h -18h   tourisme-rennes.com

 볼거리,  즐길거리
도시 둘러보기
생 이브 성당chapelle Saint-Yves, 생 피에르 대성당

cathédrale Saint-Pierre, 리스 광장 place des Lices, 브르타

뉴 고등 법원 parlement de Bretagne, 시청, 오페라, 타보

르 Thabor 정원, 보자르 미술관, 레 샹 리브르 les Champs 
Libres

브르타뉴 고등 법원 가이드 투어  
 Rue Nationale, 35000 Rennes
 0810 12 12 25   tourisme-rennes.com

 쇼핑
르 다니엘 제과점 Pâtisserie Le Daniel 

 19, Rue Jules Simon, 35000 Rennes 
 02 99 78 85 82  patisserieledaniel.fr

세인트 제임스 Saint James
 3 Rue Ferdinand Buisson, 35000 Rennes 
 09 51 99 37 02

 레스토랑

르 캬레 Le Carré
 34, PL des Lices, 35000 Rennes 
 02 23 40 21 21   www.lecarrerennes.fr

 숙박
발타자르 호텔 앤 스파 
Balthazar Hotel and Spa ***** 

 19 rue du Maréchal Joffre 35000 Rennes
 02 99 32 32 32   hotel-balthazar.com/fr

⇢ 렌에서 생 말로까지
렌에서 여행을 마치고 잘 보존된 시골마을 에데 바
주쥬Hédé-Bazouges 방면으로 이동하는 길, 멋진 
광경을 선사하는 11 개의 아름다운 수문을 볼 수 
있다. 조금 멀리 더 가면 베슈렐Bécherel마을과 귀
족과 상인이 살던 옛 가옥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술
장인들의 부티크들과 작은 골동품 상점들이 함께 
있어 산책하기에 이상적인 곳이다. 베슈렐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중세 풍의 도시 디낭Dinan은 구
미를 당기는 많은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
서 장엄한 성벽을 따라 도보로 여행하면서 그림 같
은 골목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티크 및 미술
갤러리를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오후에는 예술 설치작품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과 
유산이 어우러지는 랑스Rance강을 따라 미술탐방 
코스를 밟아본다. 바다 맞은편에 있는 해적 도시인 
생 말로 에서 하루를 마친다.

⇢ 생 말로 Saint-Malo
탁 트인 야외에서 산책을 하며 생 말로와 해변을 
제대로 만끽하는 하루를 보내보자. 이 해적 도시

디낭 ⓒ F. Tomps

생 말로 ⓒ Lamoureux

렌 ⓒ Lamour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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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베르 쉬르쿠프Robert Surcouff, 자크 카르티
에Jacques Cartier, 샤토브리앙Chateaubriand과 같
은 유명 인사들과 얽힌 일화들과, 수많은 모험 및 
이야기들로 화려한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1754 미터 길이의 성벽에 올라 지평선을 바라보고, 
도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요새 섬들에 감탄해보자. 
해산물을 먹어본 후 셔틀 보트(10 분 거리)를 타고 
벨 에포크 시대를 대표하는 멋진 빌라들을 볼 수 
있는 디나르(Dinard)로 이동하자. 생 말로로 늦은 
오후쯤 다시 돌아온다.

기차
파리에서 생 말로까지 TGV로 2시간 14분

시내 교통
버스

생 말로 관광안내사무소
 Esplanade Saint-Vincent, 35400 Saint-Malo
 0 825 135 200    홈페이지 참고 
 saint-malo-tourisme.com

 볼거리,  즐길거리
해적 도시의 성벽 파노라마 투어

 saint-malo-tourisme.com

 쇼핑
보르디에 버터 본점 Bordier

 9 rue de l’Orme – 35400 Saint-Malo Intra Muros
 02 99 40 88 79  lebeurrebordier.com

라 레제르브 컨셉 스토어 La Réserve
 6, rue Saint-Thomas 35400 Saint-Malo 
 02 99 20 11 00
lamaisongenerale.com/fr/content/17-la-reserve

 레스토랑
브레이즈 카페 Breizh Café

 6, Rue de l'Orme, 35400 Saint-Malo
 02 99 56 96 08   breizhcafe.com

 숙박
오세아니아 생 말로 호텔
Hôtel Oceania**** Saint-Malo 

 2 rue Joseph Loth  Chaussée du Sillon  35400 Saint-
Malo   02 99 56 84 84   oceaniahotels.com/h/
hotel-oceania-saint-malo/presentation

⇢ 생 말로에서  
     몽 생 미셸까지
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야생 자연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생 말로에서 몽 생 미셸Mont-Saint-Michel 방
향으로 출발한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스타급 그랑 셰프인 올리
비에 로엘링게르Olivier Roellinger가 경영하는 멋
진 리쉬외 성Château Richeux에서 점심식사를 한
다. 성에서는 아름다운 공원, 채소밭 및 정원뿐만 
아니라 지평선에 펼쳐지는 몽 생 미셸Mont-Saint-

Michel의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오후
에는 몽 생 미셸Mont-Saint-Michel 아래에 있는 바
다 농경간척지에 도착한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
로 지정된 이 특별한 곳을 통해 몽 생 미셸의 장엄
하고 숭고한 자태를 감상하면서 몽 생 미셸에 접근
할 수 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려면 몽 생 미
셸 산까지 도보로(약45 분) 산보하면서 도착하는 
것이다. 아주 평온하게 걸으면서 특권의 시간을 누
릴 수 있을 것이다.

⇢ 몽 생 미셸  
     Mont-Saint-Michel
늦은 오후, 몽 생 미셸에 도착하여 수세기를 거쳐 
시간과 주변 환경에 맞서 온 수도원과 다양한 건축 
양식을 탐방해보자. 하루가 끝날 무렵에 (7 월과 8 
월에는 21 시부터 23 시까지) 몽 생 미셸을 방문하
면 인적이 드물어 한적함을 느낄 수 있고 아름다운 
조명까지 즐길 수 있다. 저녁 식사는 각자 기호와 
편의에 따라 할 수 있으나, 몽 생 미셸의 대표음식
은 오랜 레시피가 이어져오는 전통 오믈렛임을 참
고하자. 조류에 따라 만조 시에 하루에 두 번 섬이 
바다로 둘러싸이는데 이 때 몽 생 미셸의 좁은 길
과 성벽을 따라 로맨틱한 산책을 할 수 있다. 몽 생 
미셸에서 반드시 하룻밤을 지내보자.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튿날 아
침, 렌 또는 생 말로로 이동한다.

몽 생 미셸 ⓒ F. Tomps생 말로 ⓒ Lamour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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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프랑스 남부하면 떠올리는 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 지역에 쏟아지는 지중해의 햇살은 
무비 스타를 위한 스포트라이트처럼 화려하다. 
하지만 그 스포트라이트는 너무나 공평해서 당
신의 몸과 얼굴이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당당하
게 나눠가질 수 있다. 몽블랑을 사이에 두고 이탈
리아와 스위스와 마주한 오베르뉴 론 알프스에서
도, 아름다운 풍경은 그 속에 선 모두를 모델처럼 
빛나 보이게 한다. 알프스를 배경으로 에비앙 생
수 모델처럼 싱그럽게 웃어 보거나 짙푸른 빙하 
호숫가에서 시인 같은 오후를 보내는 건, 그래서 
항상 당신만의 드라마다.오권열_석양의 라벤더

내 영혼의 휴식

Soul
Relaxing

Southeastern France  
프랑스 남동부



82 프랑스 여행 | Soul Relaxing

Nice
니스 ❿

•화가들을 끌어들이는 아름다운 햇살
•화려한 거리 위의 시크한 사람들

•마티스와 샤갈의 발자취
•구도심에서 멋진 숍과 레스토랑 찾기

page 102

Lyon
리옹 5

•세계적인 미식 도시
•손가락 인형 ‘기뇰’의 탄생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영화의 발상지

page 92

리옹

엑상프로방스

마르세유

칸

앙티브

아비뇽
니스

모나코

Avignon
아비뇽 9

•교황이 살았던 웅장한 고딕 양식 궁전
•전설과 민요의 무대, 아비뇽 다리
•론 강 위의 보트 크루즈
•광장과 연결된 중세 골목 산책

Aix-en-Provence
엑상프로방스 7

•빛을 사랑한 화가 폴 세잔의 고향
•로맨틱한 향기가 가득한 프로방스 꽃시장

•옵아트의 선구자, 바자렐리의 미술관
•분수와 분수가 이어지는 미라보 거리

Marseille
마르세유 8

•세련된 바다 도시의 상징, 네이비 스트라이프
•2천 년 된 항구를 내려다 보는 노트르담 성당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야기의 무대
•마르세유 비누와 오일을 파는 구시가

page 100

page 94
page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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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ut France_Alizee Palomba

ⓒ hanbee Lee

ⓒ C.Duranti

ⓒ Palais JP Campomar

En Route
여행 루트 오베르뉴 론 알프 Auvergne Rhône-Alpes

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 Provence-Alpes-Côte d’Az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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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cy
안시 6

•옥빛 호숫가에서의 입맞춤
•백조가 노니는 운하 위의 집

•사보이 예술의 정수, 샤또
•애니메이션 축제

page 91

리옹

안시 샤모니 몽블랑

발 디제르

발 토랑스

파리                      리옹                      아비뇽                      엑상프로방스                      마르세유

마르세유                      칸                      앙티브                      니스

리옹                      안시                      샤모니 몽블랑                      제네바 

파리                      무티에                      발 토랑스 

리옹                      부르 생 모리스                      발 디제르

그르노블                     레 두 알프스

13m25m1h

2h

2h

20m10m

3h2h30m2h

4h 1h

1h

45m3h30m

  루트 1 ▶

  루트 2 ▶

  루트 3 ▶

  루트 4 ▶

MAP 

83P

82P

Val d’Isère
발 디제르 3

•알프스의 보물
•여름 액티비티
•스키, 스노보드, 패러글라이딩, 개썰매

Val Thorens
발 토랑스 2

•레 트루아 발레
•겨울 스포츠 천국
•짚와이어, 썰매슬라이드, 아이스 드라이빙

Les 2 Alpes 
레 두 알프스 4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 스키 구역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스키장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page 88

page 89

page 90

Chamonix-Mont-Blanc
샤모니 몽블랑 1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이 눈앞에
•해발 3800m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

•장엄한 얼음의 바다
•사계절 산악 스포츠의 중심지

page 84

6
1

2
4

3

ⓒ T.Loubere OT Val Thorens

부르 생 모리스

무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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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블랑 아래, 첫 번째 스키 천국

 기차역
몽블랑 익스프레스 
몽블랑으로 향하는 최선의 선택! 빼어난 자연경관
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여행으로 
안내한다. 샤모니는 스위스 패스에도 포함되는 데
스티네이션이다. 스위스나 프랑스에서 출발해 신
비로운 숲과 아찔한 협곡, 우뚝 솟은 봉우리를 지
나 샤모니 몽블랑에 도착하면, 장엄한 빙하와 해발 
4810m 높이의 유럽의 정상인 몽블랑이 펼쳐내는 
장관이 한눈에 펼쳐진다! 파리에서 6시간, 제네바
에서 1시간, 안시에서 1시간, 취리히에서 3시간 30
분, 리옹에서 2시간, 밀라노에서 2시간 30분, 투린
에서 1시간 30분 소요.

 항공편 - 국제공항 세 곳과 인접

스위스 제네바 쿠앙트랭 공항
88km거리로, 초고속 열차 TGV로 파리에서 연결
된다. 자가용 1시간 소요. 일반 버스 또는 택시로는 
1시간 30분 소요되며 출발지는 다양하다.

 안내데스크 +41(0)22 717 71 05

• OUI BUS : 편도 19€부터. 하루 20대 운행

 www.ouibus.com (무료 와이파이). 
• EasyBus : 편도 16.99€부터. 

 easybus.com/en/geneva-airport 
• 개인 또는 그룹 교통수단: 저가 또는 고가. 1인당 30€부
터.

프랑스 리옹 생텍쥐페리 공항
2시간 15분 소요. OUI BUS 이용 가능 하며 1인 편
도 29€부터.  fr.ouibus.com/fr/map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  
2시간 30분 소요. FLIXBUS(flixbus.fr) 이용 시 
4시간 소요. 1인 편도 7.99€부터. 

 안내데스크 +39(0)2 7485 2200

 도로
직통 고속도로. 고속도로 블랑쉬 E25-A40 유럽 
도로망에 연결. 제네바에서 88km, 스위스에서 콜 
데 몽테Col des Montets를 지나 16km 거리. 이탈

리아에서 몽블랑 터널을 지나 15km 거리(  www.
atmb.net)

버스 서비스
제네바, 이탈리아, 몽 블랑을 매일 연결한다. SAT 
Bus (  www.sat-montblanc.com  04-50-53-01-15). 
OUIBUS (  fr.ouibus.com/fr/map 버스 내 무료 와
이파이 제공)

 샤모니 내 이동
샤모니 시가지 내에서는 모든 곳을 도보로 이동 가
능하다.

 www.chamonix.com

자전거 대여
스포츠용품점에서 전기/일반자전거 대여가능

미니 투어 기차(5월-10월)
문화 관광 투어 가이드 (영어). 35-40분 소요. 도시
를 이해하고 대표 관광지와 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Monica Dalmasso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를 지닌 몽블랑(4,810m) 산자락 아래에 위치하며 스키와 알피니즘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지닌 샤모니는 1924년 동계 올림픽을 최초로 개최했던 도시이기도 하다. 진정한 산악도시인 몽블랑에서
는 쇼핑, 건강 센터, 미식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귀 뒤 미디, 메르 드 글라스 뿐 아니라 350km에 달하는 길게 뻗은 
산책길과 45가지 야외활동, 그리고 일년 내내 감동적인 등반코스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문화 행사를 만끽
하고 경험할 수 있다. 

Coup de cœur 프랑스 관광청 추천 장소

Chamonix-
Mont-Blanc
샤모니 몽블랑˙오베르뉴 론 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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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르 뮐레le Mulet 라는 이름의, 시내에서 무료로 운
행되는 전기 미니 버스가 있다.

게스트 카드(카르트 도트, Carte d'Hôte)
숙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카드. 버스 또는 프
랑스 국철 SNCF를 통해 샤모니(세르보즈Servoz 
부터 발로신 Vallorcine 까지)를 편리하게 둘러 볼 
수 있으며, 스포츠, 문화시설 또한 할인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www.chamonix.com 

 관광안내소
 85 place du Triangle de l’Amitie – BP 25 – 74400 

Chamonix-Mont Blanc   04-50-53-00-24  
 info@chamonix.com   www.chamonix.com 
 연중무휴 9:00-12:30, 14:00-18:00, 성수기 08:30-

19:00

 패스
몽블랑 멀티패스
MONT BLANC MULTIPASS
몽블랑 멀티 패스는 콩파니 뒤 몽블랑의 주요 관광
지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게 해
준다. 봄-여름-가을 (2018년 5월 2일~2019년 11월 
30일까지)

 1일 무제한 패스 65€, 2일 77.50€, 6일 128€ (가족권, 
비연속 패스) ⇨ 콩파니 뒤 몽블랑 관광지 한국어 브로슈

어

⃝ 몽블랑 멀티패스 입장 가능 구역
에귀 뒤 미디 (몽블랑 헬브로너 파노라마 제외) / 
브레방- 플레제르 구역 / 발므 투르 발로르신 구
역 / 몽탕베르- 메르 드 글라스 빙하 톱니바퀴 기
차 (기차 탑승 + 빙하 동굴 + 관광지) / 몽블랑 트
램 / 우쉬 구역 / 므제브 구역(2일권부터 이용가
능) / 보쏭 스키 리프트

⃝ 몽블랑 멀티 패스 이용 시 서비스 (매표소나 인
터넷으로 구매한 유효 티켓을 제시했을 시)
• 루지 알파인 코스터 1회 구입 시 1회 무료
• 특별 가격으로 샤모니 관광 열차 이용
• 쿠르마외르(이탈리아) 수영장 이용과 흐몽테 
메카니크 50% 할인 (Funivie Monte Bianco 예
외)
• 파시의 정원JARDINS DES CIMES 입장권 40% 
할인
• 시네마 복스 드 샤모니CINEMA Vox de 
Chamonix  : 1회 3.50€

몽블랑 언리미티드
MONT-BLANC UNLIMITED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9년 5월 5일까지 눈 상
황에 따라 부분 개장 가능. 10곳의 스키지역 (프랑
스, 이탈리아, 스위스) , 1003km의 스키 코스 + 3

곳의 전설적인 코스 포함. 더 자세한 정보는 www.
compagniedumontblanc.fr, +33 (0)450 53 22 75 또
는 info@compagniedumontblanc.fr 로 문의.

 1일권 65, 6일권 315 

 볼거리,  즐길거리
에귀 뒤 미디 투어: 숨이 멎을 듯한 짜릿함
Aiguille du midi
샤모니 시내부터 에귀 뒤 미디 케이블카를 이용하
면 해발 3842m의 오트-몽타뉴 초입까지 20분안
에 도착할 수 있다. 에귀 뒤 미디와 테라스에서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을 360° 뷰
로 한눈에 감상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설치된 2
개의 승강기를 통해 도착한 해발 3842m 정상에 
위치한 테라스에서는 몽블랑을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다. 

 시즌에 따라 06:30 부터 18:00까지 운영 

 www.chamonix.com 

르 파 당 르 비드 Le Pas dans le Vide
뛰어난 기술이 빚어낸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 받
는 해발 3842m에 자리한 르 파 당 르에서는 발 천 
미터 이상의 허공이 발 아래 펼쳐진다. 짜릿한 감
동을 보장한다. ‘Les 3 Monts’ 을 통해 몽 블랑으
로 등정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성인 왕복 63 
  시즌에 따라 15:30, 16:30, 17:00 까지 운영 

파노라믹 몽블랑 Panoramic Mont Blanc
제앙Géant 빙하를 넘어 이탈리아의 헬브로너
Helbronner까지 연결된 특별한 여행. 에귀뒤미디 
정상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는 6월부터 9월까지 
빙 탑과 크레바스를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도록 엘
브로네 전망대까지 안내한다(주의: 몽블랑 멀티패
스에 불포함). 에귀 뒤 미디 정상에서 출발하는 케
이블카는 50분 소요.

 왕복 31 

메르 드 글라스 Mer de Glace
톱니바퀴 기차로 20분간 달리면, 프랑스에서 가
장 큰 빙하(길이 7km, 두께 200m)로 유명한 메르
드 글라스(1913m), 글라소리움(빙하 역사 박물관), 
등반 출발 지점에 도착한다. 빙하 위에는 테라스가 
있으며 스낵바 및 2곳의 레스토랑이 있다(르 파노
라믹le panoramique, 르 테르미날 네주 호텔 레스
토랑le terminal neige hotel restaurant). 빙하 한가운
데 매 시즌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이 있으며, 내
려가는 데에는 450보 정도 소요된다. 

 Gare du Montenvers, (SNCF 샤모니역 뒷편), 35 place 
de la Mer de Glace   +33 (0) 450 53 22 75   www.
montblancnaturalresort.com/en/montenvers-mer-de-
glace   시즌에 따라 08:00 또는 10:00- 16:30 또는 
18:00까지 오픈. 연중무휴   투어: 성인 35.50유로 (가
족 이용권 103.90€ (성인 2명, 아이 2명 : 만4~15세))

샤모니 연결 트램과 케이블카
•몽블랑트램 (몽블랑 등반하는 일반 승강장)
•브레방Brévent 케이블카 (몽블랑 산맥과 레 제귀 
루쥐, les Aiguilles rouges 파노라마 전망) 
•플레제르Flégère 케이블 카 (빙하 전망, 산 속 호
수 하이킹 출발 지점)
•콜 드 발므Col de Balme  케이블카 (스위스 국경 
하계 목장, 산악지대 식물을 볼 수 있다) 
•그랑몽테Grands Montets 케이블카 (해발 3275m 
정상까지 가며 빙하 절벽과 등반할 수 있는 빙벽 
하이킹 코스)

샤모니 밸리: 4계절, 45개의 야외활동
샤모니몽블랑에 걸쳐 조성된 길이 350km 하이
킹 코스와 170가지의 여행코스에서는 산악 전
문 가이드와 함께 또는 자유롭게 알프스의 보석
을 발견 할 수 있다(  www.chamonix.com). 관광
안내사무소에서 코스 지도가 포함된 가이드북을 
16€에 판매한다(지도만 구입 시 5€). 오트 몽타뉴
haute Montagne 관광안내사무소(  MAISON DE LA 
MONTAGNE, 190 place de l’église   04-50-53-00-88 

 www.chamoniarde.com)에서 안전한 산행을 위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산악 기상 예보를 무료로 확
인하자. 

 
샤모니 가이드 협회 
Compagnie des guides de Chamonix 
1821년 설립된 마운틴 가이드Mountain Guide's 협
회는 240명 이상의 산악 전문 가이드가 소속된 세
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이드 업체다. 하이킹, 몽블
랑 투어, 수상 스포츠, 나무 위의 테마 파크, 등산, 
개별 또는 그룹 여행 & 비즈니스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겨울 시즌에는 오프 피스트, 
헬리스키잉, 빙벽 등반, 빙하 산책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도 체험 가능하다.

 04-50-53-00-88   www.chamonix-guides.com 
 info@chamonix-guides.com

패러글라이딩 (TANDEM FLIGHT,텐덤비행)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의 동반아래 누구나 잊을 
수 없는 감동을 경험 할 수 있다. 

 www.chamonix.com

에귀 뒤 미디 © B.Delapierre

블랑 호수 ⓒ Gilles-Lansard

샤모니 ⓒ Gilles-Lansard

에귀 뒤 미디 ⓒP.Lindqvist

Chamonix-
Mont-Bl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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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암벽 등반, 산악 자전거
샤모니는 관광뿐 아니라 아웃도어 스포츠를 제대
로 경험 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의 천국이다.

스키
다양한 레벨로 조성되어 있는 슬로프에서는 최고
의 스키를 경험 할 수 있다. 나무 사이로 조성된 가
장 긴 슬로프(3275m)에서는 프리라이드, 오프-피
스트off-piste, 초보 슬로프 등: 스노라이더와 산 애
호가들을 위한 다양한 코스도 마련되어 있다.  

알파인 코스터 루지 Alpine coaster luge 
연중 무휴로 총 길이 1300m의 레일 위에서 샤모
니를 바라보며 스릴을 만끽 할 수 있다. 안전이 보
장된 코스는 재미와 스릴을 보장한다. 

 www.chamonixparc.com

그 외 즐길거리 
•12개 이상의 스파시설
•400 여 개의 소매점과 가게
•베이커리,  티카페, 유명 핸드메이드 초콜렛숍이  
있으며 매년 4백만 명이 방문하는 도시이다.

 레스토랑
이탈리아, 중국, 일본, 인도, 스칸디나비아를 비롯
한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경험 할 수 있는 130여 
곳의 레스토랑에서는 전통 지방 음식과 조화를 이
루는 해외 음식을 맛 볼 수 있다.

 www.chamonix.com

알베 프러미에 ALBERT 1er (미쉐린 2스타) 
 38 rte du Bouchet, Chamonix-Mont-Blanc
 www.hameaualbert.fr

셰 양 CHEZ YANG (중국 및 태국 음식)
 17 r du Dr Paccard, Chamonix-Mont-Blanc 
 www.chezyang.com

빅호른 비스트로&베이커리 Bighorn Bistro 
& Bakery(미국, 멕시코 음식)

 77 pl Edmond Desailloud  (에귀 디 미디 근처)  
 bighornbistro.com

 숙박 

샤모니는 1성부터 5성까지 62곳의 호텔, 5000개
의 침대, 3000 곳의 아파트 및 별장 등 다양한 예
산으로 가능한 숙박의 선택을 폭넓게 제공한다. 숙
소 보기와 예약을 원하면  booking.chamonix.com, 
보다 자세한 정보는  +33 450 53 99 98 

 www.chamonix.com

레지던스, 아파트먼트
•LE TERMINAL NEIGE: 몽탕베르 그랜드 호텔
은 해발 1913m에 위치하여 메르 드 글라스가 내

려다보이는 전망과 신비한 드루 산봉우리를 만끽
할 수 있도록 한다. 30년 이상 산악호텔계의 선구
자 역할을 한 le label Maisons et hotels sibuet
이 호텔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2017년 6월 다시 문
을 열었다. 3개의 중심 식당가가 있고 21개의 객실
(1-4명 정원)과 도미토리 객실 1개 (정원 10명)  66
개의 취침시설이 있다. 105유로부터 / 더블룸, 1박 
2식(아침, 점심 제공) 기준

•NEW Hôtel Folie Douce : 샤모니에 새로 생
긴 트렌디한 스키 인아웃 호텔. 250개의 객실, 4개
의 레스토랑, 1개의 야외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
라 폴리 두스»가 주최하는 아프레 스키를 즐기는 
것도 잊지 말자.

•APART’HOTEL LE GENEPY *** : 샤모니 도
심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다. 10개의 객실이 준
비되어 있다.  www.legenepy-chamonix.com

LE REFUGE DES AIGLONS ****
전면 리노베이션. 산 속 휴가에 적합한 실용적이고
도 편안한 호텔.
  270 av. de Courmayeur - 74400 Chamonix-Mont-
Blanc.  reservation@hotelaiglonschamonix.com 
  +33 450 55 90 93  www.aiglons.com

LE ROCKY POP *** 
148개의 방과 12명이 수용가능한 펜트하우스를 
겸비한2016년 12월에 개업한 신설 호텔이다. 젊고 
활기찬 분위기에 가격까지 매력적이다. 푸드트럭
도 운영 중이다. 

 1476 av des Alpages -  74310 Les Houches. 
reservation@rockypop.com   +334 50 85 30 00 00

 www.rockypop-chamonix.com

CHALET WHYMPER **** 
중심지 한가운데 위치한 4성급 샬레. 10개룸 구비.  

 www.chaletwhymper-chamonix.com/fr/ 

ALPINA ECLECTIC HOTEL **** 
전면 리노베이션 현대적 스타일과 산악 스타일의 
조화로 시크하면서도 따뜻한 매력을 지녔다.

 79 av. du Mont Blanc. 
 www.alpinachamonix.com/fr/ 

HOTEL PRIEURE ***
완벽한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쳤으며, 사부아 샬레 
스타일이 눈에 띈다. 햇볕이 잘 드는 97개의 객실에
는 몽블랑을 마주할 수 있는 발코니가 갖춰져 있다. 

 149, Allée du Recteur Payot-74404 Chamonix-Mont-
Blanc   04-50-53-20-72 

 www.prieurechamonix.com 

NEW QC Terme : 3000㎡ 규모로 창 밖으로 환
상적인 몽블랑을 바라보며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
을 즐길 수 있는 장소 .

몽블랑 마라톤(스포츠 대회)
7000여 명의 참가자, 14,000여명의 관
람객. 65개국 참여

 2019년 6월 27-30일

 www. montblancmarathon.net/en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국제 스포츠 대회)
20,000명의 관람객

 2019년 7월 11-13일 
 www.chamonix.com

코스모 재즈 페스티벌 Cosmo Jazz Festival
광활한 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음악 축
제로 2019년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열
린다. 앙드레 마누키 앙André Manoukian
의 기획으로 첫 선 을 보인 재즈 축제에는 
전 세계 재즈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한다. 
2013년에는 한국인 재즈 보컬 나윤선도 
참가했다! 35,000여 명의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www.cosmojazzfestival.com 

샤모니 가이드 축제
2019년 8월 12-15일 , 5000여 명 관람객 
방문 예정.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
의 가이드들과의 만남.

몽블랑 울트라 트레일 (국제 스포츠 대회)
ULTRA TRAIL du MONT BLANC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30,000여명 관객(87개 국적).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를 지나는 168km, 그리
고 9600m의 트레일.  

 utmbmontblanc.com

전통 시장
매주 토요일 아침 몽블랑 광장place du 
Mont Blanc 에서는 계절 야채와 과일, 또
는 직접 만든 사프란 잼 과 같은 특산품을 
판매한다.

유적지 관광 투어
유적지 투어 및 역사 해설 가이드. 1시간 
30분 소요. 성인 8€, 만 5세 이하 5€.

여름 시즌 주요 축제와 행사

© QC Terme

© Folie Douce

 ⓒ Guillaume-Mol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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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토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스키 구역 레 트루아 발레에 위치해있
다. 파리와 비슷한 면적을 자랑하는 레 트루아 발레는 600km에 달하는 슬
로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개 이상의 코스가 난이도(그린, 레
드, 블루, 블랙)별로 구별돼있다. 이 밖에도 6군데의 빙하구간과 스노우파
크, 펀 슬로프Fun Slope, 스키 크로스전용 코스 등 재미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도 마련돼있다. 가족 혹은 친구끼리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에
게 추천하는 6일간의 패키지 상품이 300유로부터 준비돼있다. 무거운 장비
가 걱정되는 이들은 현장에서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를 손쉽게 대여 할 수 
있다. 스키복 대여 비용은 일주일 기준 1인 약 100유로이다.   valthorens.com

  교통
· 파리에서: TGV로 무티에Moutiers 역까지 4시간 
소요. 버스 혹은 택시 탑승 후 발 토랑스까지 이동
(1시간 소요).
· 제네바 또는 리옹 공항에서: 정기적으로 운행하
는 버스노선(altibus.com)이 있으며 개별 예약 이용
도 가능하다. (2시간 30분~3시간 소요)

 볼거리,  즐길거리
새로운 짚라인  Bee
유럽에서 가장 높은 짚라인을 만든 발 토랑스가 이
번에는 스키장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새로운 짚라
인을 선보인다!  스키 장비는 등에 두고, 안전하게 
장착된 벨트에 안착한다. 스키 코스를 65m 발 아
래 두고 1600m 길이의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면 
스키장의 중심인 카론 광장Place Caron 에 도착한
다.  1회 35 

썰매 슬라이드 Le Toboggan
프랑스에서 가장 긴 썰매코스를 경험해보자. 6km
에 달하는 썰매 슬라이드는 45분간의 웃음을 선물
한다. 낮에 운영하며 주중에는 야간에도 이용 가능
하다.  주간 16, 야간 24 

아이스 드라이빙
짜릿한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가족들과 특별한 
경험을 만들고 싶을 때, 카트를 타고 아이스 드라
이빙 경주를 해보자! 7세부터 탑승 가능. 

 카트 당 10분에 35

 레스토랑
라 폴리 두스 La Folie Douce
식당과 매장 구비는 물론 다양한 공연과 행사도 펼
쳐지는 곳. 플랑 쉬드Plein Sud 스키 코스에 위치해
있으며 스키를 탄 채로 또는 피오니에Pionniers 리
프트를 타고 도보로 접근 할 수 있다. 레스토랑 프
뤼테르Fruitère에서 점심식사를 1인 30유로부터 
이용 가능하다.

 https://www.lafoliedouce.com/fr/les-folie-douce/la-
folie-douce-val-thorens.html

레 엑스플로라퇴르 Les Explorateurs 
(미쉐린 1스타)
호텔 파시미나Hôtel Pashmina에 자리해있다. 식당
의 조슬랭 장블랑 셰프는 2017년도 미쉐린 1스타
를 받았다. 산악탐험을 모티프로 한 인테리어 속에
서 맛보는 장블랑 셰프의 요리는 육해공을 넘나들
며 즐거움을 선사한다. 

 85~  hotelpashmina.com

그 외 반드시 맛 봐야 할 지역 음식
이 지역의 명물, 치즈를 주재료로 한 라클레트
raclette, 타르티플레트tartiflette, 퐁듀fondue를 먹어
보지 않고 발 토랑스에 머물렀다 이야기 할 수 없
다. 스키장의 많은 레스토랑들이 이 요리들을 제공
한다.

 숙박
발 토랑스에선 11월부터 5월까지 상쾌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 최고의 눈밭을 즐길 수 있다. 어느 호

텔이나 숙소에서든, 문을 나서자마자 스키를 탈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NEW 샬레 코쿤 Chalets Cocoon*****
5~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개의 대형 객실. 친구 
또는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모든 객실
은 사우나와 자쿠지를 갖추고 있다. 

 일주일에 2400~   www.chaletscocoon.com

아모 뒤 카슈미르 Hôtel & résidence 
Hameau du Kashmir**** 
럭셔리한 이 호텔은 넓직한 객실을 자랑하며 고객
의 요청에 따른 알라카르트 à la carte 서비스를 제
공한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릴랙스한 시간을 보내
기에 알맞다.  www.le-hameau-du-kashmir.com

호텔 르 셰르파 Hôtel Le Sherpa ***
가족 호텔로, 아늑함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
다. 따뜻한 난로 옆에서 휴식을 취하기 안성맞춤이
다. 

 2인룸. 조식 포함 1인 100~   lesherpa.com

ⓒ OT ValThorens

Val  Thorens
Coup de cœur 프랑스 관광청 추천 장소

발 토랑스˙오베르뉴 론 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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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d’Isère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스키장으로 손꼽히는 발 디제르Val d’Isère. 오랜 역사를 거치며 지금의 발 디제르를 이루고 
있는 바로크 양식의 성당, 돌과 판석으로 지은 오두막 등 따뜻하고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끽해 보자.

 겨울 액티비티
알프스의 보물이라 불리는 발 디제르는 2군데의 
빙하구간, 78개의 리프트와 10 000헥타르에 달하
는 153개의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다. 스키와 스노
보드를 즐기는 모든 이들은 가을 끝 무렵부터 초봄
까지 최상의 설질을 자랑하는 코스에서 겨울 스포
츠를 만끽할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스키를 타
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루 37유로짜리 솔레즈
Solaise 패키지를 추천한다. 초보자들을 위한 슬로
프와 라운지,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스키를 좀 탄다 하는 이들에게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보는 것을 제안한다. 꼭대기부
터 끝까지 스키를 벗지 않고 전 슬로프를 내려오
거나, 발롱 드 리제랑vallon de l’Iseran과 발롱 드 라 
사슈vallon de la Sache 사이의 환상적인 오프 피스
트 스키 구간들을 즐겨볼 수도 있다. 2018-2019겨
울 시즌 요금은 성인(만 14세~64세)기준 하루 59
유로, 6일에 294유로다. 추가로, 3개의 리프트 이
용은 무료다. 만 5세 미만의 어린이와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솔레즈 곤돌라 교체 이후, 2018-2019 시
즌을 맞아 다이유la Daille 곤돌라가 새롭게 현대식 
디자인을 입은 «Symphony 10» 모델로 단장
을 마쳤다. 곤돌라 내에서 무료 와이파이, 열선시
트,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다. 이 밖의 겨울 액티
비티로는 스케이트, 아이스 드라이빙, 패러글라이
딩, 개 썰매 등이 있다

 여름 액티비티
땅에서나, 물에서나 하늘에서나, 발 디제르는 남
녀노소에게 잊을 수 없는 즐거움과 감동을 선물한
다. 아름다운 바누아즈 국립공원Parc National de la 
Vanoise에서의 트래킹, 총 길이 150km에 달하는 
바이크 파크Bike Park의 코스에서 즐기는 산악 바

이크, 그랑드 알프스 루트route des Grandes Alpes
에 위치한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산길인 콜 드 리
제랑Col de l’Iseran 등반, 피사이야Pissaillas 빙하에
서 만끽하는 여름스키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스
포츠 활동들을 경험해보자. 전기차 박람회Salon 
du Véhicule Electrique, 하이 트레일 바누아즈High 
Trail Vanoise와 사부아Savoie 지역의 축제인 라발린
L’Avaline도 놓치지 말아야 할 행사들이다. 

  교통
· 비행기: 제네바G e n è v e (2시간45분), 리옹
Lyon(3시간), 그르노블Grenoble(2시간), 샹베리
Chambéry(2시간)
· 기차: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부르-생-모리스
Bourg-Saint-Maurice(45분)에 위치해 있다. 파리 발 
TGV, 런던발 유로스타, 브뤼셀발 탈리스 등 다양
한 기차 노선이 역을 경유한다. 

 숙박
알프스 풍 오두막부터, 콘도, 호텔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식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모든 시
설이 준비돼있다. 2018/2019 시즌 새로운 숙소들
을 소개한다.

르 레퓨지 드 솔레즈 Le Refuge de Solaise 
고도 2,551미터에 위치한 호텔로 솔레즈 곤돌라와 
연결되어 있다. 18개의 객실, 3개의 건물, 전통 도
미토리룸, 스파, 파노라마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레
스토랑을 갖추었다.  www.lerefuge-valdisere.com

토비에르 호텔 Hotel La Tovière****
전면 리노베이션을 거친 28개의 객실과 스파, 수
영장을 갖췄다. 다이유 곤돌라에서 도보 5분 거리.

 www.hotel-latoviere.fr

포르네 호텔 Hôtel du Fornet***
포르네 마을 중심부에 있는 호텔로, 현대적이면서
도 따스함을 간직한 산악 스타일의 객실 12개를 갖
추고 있다.  www.hotel-du-fornet-valdisere.com

 레스토랑
사부아 지역의 음식이 맛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
다. 거기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마시는 와
인까지 추가된다면 미식가, 대식가 할 것 없이 발 
디제르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틀리에 데드몽 L’Atelier d’Edmond**
과감함과 전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틀
리에 데드몽의 요리는 주변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손님에게 내어진다. 2015년엔 이곳의 셰프 브누아 
비달Benoît Vidal이 80명뿐이 없는 미쉐린 2스타 
셰프의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Le Fornet, 73150 Val d’Isère   비스트로 형식 점심
식사(전식+본식 혹은 본식+후식) 25유로부터  

 atelier-edmond.com

라 타블르 드 루르스 La Table de l’Ours* 
2019년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 셰프 앙투안 그라
Antoine Gras가 창의성과 세련미를 고루 갖춘 최고
급 음식을 선보인다.   www.hotellesbarmes.com

르 가라주 Le Garage
버스 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이곳은 매일 오전 8시
부터 자정까지 오픈한다. 피자, 타파스, 브런치, 맥
주 바 등의 메뉴를 갖추고 따스하게 고객을 맞이한
다. 짐 보관, 컨시어지 서비스, 샤워실 이용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한다. 대형 스크린과 무료 와이파이도 
구비되어 있으며, 아동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
다.

Coup de cœur 프랑스 관광청 추천 장소

발 디제르˙오베르뉴 론 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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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두 알프스Les 2 Alpes(원어발음: 레 두 잘프)는 모든 계절에 아웃도어 스포
츠를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리조트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스키장(고도 
3600m)과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 스키 구역을 보유하고 있어 여름과 겨울, 어느 
계절에 방문해도 스키를 즐길 수 있다. 겨울에는 220km 길이의 스키 코스, 팔색조 
매력을 가진 마을, 축제 분위기 가득한 아프레스키를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다. 여
름에도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준비되어 있다. 아침 스키, 하이킹, 골프, 래프팅, 패러
글라이딩, 하이킹을 비롯한 여러 스포츠 활동들을 다양한 난이도로 즐길 수 있다. 

  교통
· 비행기: 제네바Genève 공항에서 3시간, 리옹 공
항에서 1시간 50분 소요.
· 기차: 파리에서 총 4시간 소요(TGV 그르노블 
Grenoble 역 도착 뒤 스키장 이동 1시간). 

 겨울 액티비티
스키는 필수 코스이다! 220km 길이의 스키 코스
와 프리 라이딩 존은 모든 난이도의 스키어들이 즐
길 수 있다. 스키를 탄 후에는 리조트 내의 수많은 
레스토랑과 바를 즐겨보자. 레 두 알프스에서는 프
랑스식 삶의 방식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다.

 여름 액티비티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 스키 구역에서 여름 스키를 
즐겨보자! 빙하 동굴 탐방을 해도 좋고, 골프를 즐
길 수도 있다. 하이킹을 하면서 귀여운 산속 동물 
마멋을 만나거나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
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파노라마 뷰를 감상해 보자. 

 레스토랑
르 쁘띠 폴리트 Le Ptit Polyte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뮈젤 Muzelle빙하를 마주하고 있
어 특별한 풍경을 자랑한다. 여름, 겨울 내내 오픈 한다. 조
금씩 다양한 메뉴를 맛보려면Dégustation 메뉴를 주문하

면 된다. 인당 90유로부터. 샬레 무니에Chalet Mounier호
텔 내에 위치한다.  www.chalet-mounier.com 

에디나 카페 Café Edina 
스키를 타기 전에 에디나 카페에 들러 브런치를 즐기자! 
이곳에선 홈메이드 음식 만을 판매한다. 스키 리조트 한 
가운데서 아늑함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인당 10유로부터. 

 Facebook: Cafe Edina

 숙박
호텔, 레지던스, 오두막집 등 여러 종류의 숙박 시
설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더 피플 호스텔 The People Hostel
단순한 호텔을 넘어선 진정한 만남의 장소.

 더블룸 90~   www.thepeoplehostel.com

샤무아 롯지 Chamois Lodge 
스키장 한가운데에 위치한 오두막집 숙소. 주인
을 닮아 패셔너블하며 로큰롤 스피릿을 담고 있다. 

 www.chamoislodge.com 

샬레 무니에Chalet Mounier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4성급 호텔.

 www.chalet-mounier.com 

두 잘프 롯지 2 Alpes Lodge 
레 두 알프스 최고의 콘도형 숙소. 큼직한 공간과 
섬세한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스키장 내에 위치하
고 있다.   www.2alpes-lodge.com 

© 2Alpes-Yoann_PESIN

Les 2 Alpes 
레 두 알프스˙오베르뉴 론 알프

© Bruno_L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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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역
TGV와 지역 열차가 비예이 빌Vieille Ville(구도
심) 북쪽의 SNCF 역에 선다. 역 앞에서 남쪽으로 
100m 채 못 가서 만나는 휘 후아얄Rue Royale이 
구도심의 경계가 되는 거리다. 역 앞 광장에서 계
단을 따라 내려가면 매표소와 안내소가 나오며, 기
차와 동일하게 SNCF에서 운영하는 버스(리용 행
이 많다)는 역 앞 정류장에서 출발한다. 

 Annecy > Paris(TGV, 3h 40m), Lyon(Bus 2h), 
Chamonix Mont Blanc (RE, Bus 2~3h)

 대중교통
관광객이 주로 찾는 구도심이 걸어서 충분히 커버
가 가능해서 버스를 이용할 일은 좀처럼 없다. 안
시 호숫가를 멀리 둘러보고 싶다면 역에서 자전거
Vélonecy를 빌려보자(  Place de la Gare   04-50-
51-38-90).
 

 관광안내소
기차역 앞에서 동쪽으로 소메이에 거리R u e 
Sommeiller를 따라 10여분 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극장이 있는 큰 건물Centre Bonlieu 1층에 있다.

 1 rue Jean Jaurés   04-50-45-00-33 
 lac-annecy.com   Mon~Sat 09:00~12:30, 

13:45~18:00, Sun 10:00~13:00

 볼거리,  즐길거리
안시 호수 Lac d'Annecy 
안시가 유명해진 건 안시 호수 때문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오염으로 훼손됐던 곳이 주민들의 노력
으로 가장 깨끗한 호수로 탈바꿈한 것 자체가 역
사다. 알프스의 산들을 배경으로, 연인들과 백조
와 패달 보트와 크루즈가 한가로이 떠도는 이 호수
에선 그저 앉아만 있어도 ‘관광’이다. 유럽 가든Les 
Jardins de l'Europe에서만 멈추지 말고, 호수 남동
쪽 산책로Quai Bayreuth를 따라 가능한 멀리까지 
가 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구도심 Vieille Ville 
좁은 운하를 사이에 두고 카페와 레스토랑과 집들
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도심에는 골목마다 매력
이 숨어 있다. 좁은 돌 문 밑으로 사람의 그림자만 
보여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싶고, 회색 돌길 위를 
걷는 아이들의 손에 들린 무지개 빛 젤라또가 그
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운하 
위에 떠 있는 팔레 드 릴Palais de l'Ile(  3 Passage 
de l'Ile   04-50-33-87-30   10:30~18:00)은 과거
에 감옥이었다가 지금은 지역 역사 박물관이다.

안시 성 Château d'Annecy
안시 시내를 굽어보고 있는 이 성은 안시가 속한 
사보이Savoy 지역의 예술품과 공예품, 유물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꼭 성 안에 들어가 보지 않

더라도, 정문 앞 광장에서 코트 생-모리스Côte St-
Maurice를 따라 내려오면서 보는 안시의 지붕들과 
파스텔 톤 골목은 놓치지 말 것.

 레스토랑
콩트르상스 Contresens 
콩트르상스는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실용적인 가
격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수준의 요리를 선보이
는 곳에 부여되는 ‘빕 구르망Bib Gourmand’을 받은 
인기 레스토랑이다. ‘타이 스타일 차우메인에 코코
넛 밀크 소스를 곁들인 관자 요리’ 같은, 100 유로
는 할 것 같은 긴 이름을 가진 미식 요리들이 매우 
적당한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늘 사람들로 북적인
다. 예약 없이 가려면 저녁 시간이 시작되는 7시 반
에 딱 맞춰 갈 것. 

 10 rue de la Poste   04-50-51-22-10 
 closdessens.com   저녁 메뉴 30 선

 숙박
관광안내소 홈페이지(lac-annecy.com)에서 호텔 및 
레스토랑을 조회하고 숙박 예약도 할 수 있다. 

샤또 호텔 Hôtel du Château **
 16 rampe du Château - 74000 Annecy 
 www.annecy-hotel.com, hotelduchateau@noos.fr 

Annecy

안시 야경

안시˙오베르뉴 론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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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디유 역을 나서 트램(T1)을 타고 기요티에르
Guillotière에서 내린 뒤 서쪽으로 다리를 건널 때 ‘어, 파
리의 센 강 같네?’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망상이 아
니다. 단지 좁은 강이 있고 멀리 언덕 위에 예쁜 성당이 
보여서가 아니다. 다리를 건너 거대한 인공 꽃나무 상
이 있는 플라스 앙토넹 퐁세Place Antonin Poncet와 플라스 
벨쿠르Place Bellecour에 서면, 아마도 2천 년 세월을 넘나
드는 이 오래된 도시가 쌓은 내공이 파리만큼이나 만만

치 않음에 동의할 것이다. 오랜 역사와 다양하고 세련
된 문화와 강한 경제력을 가진 리옹은, 그래서 

파리 이남에서 가장 ‘파리스러운’ 도시
고, 그래서 1박 이상이 아깝지 않

은 곳이다.

론Rhône 강과 손Saône 강으로 둘러싸인 구시가Vieux Lyon가 
르네상스 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라 해서 구닥다리 건물과 불편한 벽돌 길만 상상하진 
말길. 이곳엔 장 누벨Jean Nouvel의 시크한 옷을 입은 오페
라하우스에서부터 파리 다음으로 알찬 조각과 페인팅
이 있는 보자르 미술관Musée des Beaux-Arts, 진짜인지 가짜
인지 눈을 의심케 하는 프레스코 벽화와 세련된 상점들
이 그득하다. ‘흥, 그래 봤자 2등?’ 이렇게 묻는 고집스
런 당신에게 리옹이 한 가지 파리에 절대 양보할 수 없
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미식이다. 전통 로컬 푸드를 제
대로 선보이는 레스토랑을 일컫는 부숑bouchon도, 20세
기 최고의 요리사이자 프랑스 음식 세계화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폴 보퀴즈Paul Bocuse도 리옹이 낳았다(최고의 
요리비평가 퀴르농스키Curnonsky가 ‘리옹이 최고’라고 보
증까지 섰다). 그러니 아무리 된장 고추장이 그립더라
도 여기서만큼은 앙두예트andouillette 하나쯤은 꼭 먹어 
보자.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크했던 도시

ⓒ V.Formica플라스 앙토넹 퐁세

Lyon 리옹˙오베르뉴 론 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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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편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하루 6편 왕복, 서울에서 
리옹까지 AF267 / AF7646편 포함 당일연결 3편, 
리옹에서 서울로 AF7641 / AF264편 포함 당일
연결 5편 운항 

 기차역
론 강 동쪽에 있는 파르-디유 역Gare de la Part-
Dieu (Part-Dieu)과 남쪽의 페라쉬 역Gare de 
Perrache(Perrache)에 주요 도시간 기차가 서고, 생-
폴 역Gare St-Paul (Vieux Lyon)에서도 몇몇 소도시 
행 기차가 선다. 파리나 기타 도시에서 TGV를 타
고 올 경우 보통 파르-디유 역에서 리옹을 처음 마
주한다. 

 Lyon > Paris(TGV 2h), Dijon(TGV, RE, 1~3h), 
Annecy(RE 2h), Avignon (TGV 1h)  

 대중교통
4개 지하철 노선(A~D)과 5개 트램 노선(T1~T5) 
및 두 개의 트롤리버스(C1, C3)를 포함한 버스 노
선이 시내 곳곳을 연결한다. 

 관광안내소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박물관 
등 주요 스폿에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리옹 시티 카드Lyon City Card(1일 25€, 2일 
35€, 3일 45€)를 구입하고 가이드나 지도 등의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place Bellecour, 3e   04-72-77-69-69 
 09:00~18:00   lyoncitycard.com   Bellecour

 볼거리,  즐길거리
귀뇰 인형 Guignol 
베이징에서 경극 안 보면 섭섭하듯 이곳 리옹에
서 귀뇰 인형극 한번 안 보면 섭섭하다. 섬세한 귀
뇰 인형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라 메종 드 귀
뇰La Maison de Guignol (  2 Montée du Gourguillon 
Saint Georges, 5e   04-72-40-26-61)에서 실물 인형
들을, 라 콩파니에 다니엘 스트레블La Compagnie 
Daniel Streble (  65 bld des Canuts “Salle La Ficelle,” 
4e   04-72-32-11-55   guignol-un-gone-de-lyon.
com  Hénon)에서 수, 토, 일요일 3시 30분에 인형
극을 볼 수 있다.

푸흐비에르 성당
Basilique Notre-Dame de Fourvière
리옹 시내 어디에서나 보이는 화려한 랜드마크. 리
옹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Place de Fourvière   04-78-25-86-19 
 07:00~19:00 fourviere.org   St-Jean에서 Fourvère

행 산악 열차 이용

리옹 국립 오페라 극장 
Opéra National de Lyon
1800년대에 지어진 구닥다리 극장이 1993년에 

거장 장 누벨의 손을 거치면서 세계적 건축 명소로 
다시 태어났다. 토스터 머신을 닮아 별명도 ‘토스
터’다. 프랑스에서 장 누벨의 건축을 수없이 보아 
왔어도, 올-블랙에 레드 포인트를 준 이 오페라하
우스의 현관에서 당신은 다시 한번 ‘역시!’를 외칠 
게 틀림없다.

 Place de la Comédie, 1er   Hôtel de Ville

리옹 프레스코화
Fresque des Lyonnais Célèbres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 최고의 셰프 폴 보퀴즈, 
영화의 아버지 뤼미에르 형제 등 리옹 출신의 수많은 유명

인들이 발코니 밖으로 인사를 건네는 거대한 프레스코화

가 그려진 리옹의 명소 
 Corner of rue de la Martinière & quai de la Pêcherie, 

1er   Hôtel de Ville

뤼미에르 박물관
Musée Lumière
스스로를 영화광이라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영화 
팬이라면, 영화의 탄생지 정도는 한번 가 줘야지 
않을까. 1895년에 영화의 아버지 뤼미에르 형제가 
처음 영화를 상영했던 곳이 바로 리옹이고, 그 모
든 걸 볼 수 있는 곳이 이 박물관이다.

 25 rue du Premier-Film, 8e   04-78-78-18-95 
 Tue~Sun 10:00~18:30   institut-lumiere.org 

 Monplaisir-Lumiére 

 레스토랑
셰 조르주 Chez Georges 
1951년부터 유명세를 탄 리옹의 대표 부숑 

 8 rue du Garet, 1er    04-78-28-30-46  
 Mon~Fri, Sat Lunch&Dinner   Hôtel de Ville

브라세리 르 노흐 Brasserie Le Nord 
폴 보퀴즈의 누벨 퀴진 레스토랑 체인 

 18 rue Neuve, 1er   04-72-10-69-69 
 12:00~14:30, Sun~Thu 19:00~23:00, Fri~Sat 

19:00~24:00   Hôtel de Ville 

오페라하우스

프레스코 벽화

귀뇰 인형

리옹 관광 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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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 de cœur 프랑스 관광청 추천 장소

엑상프로방스는 빛과 색을 사랑한 괴짜 화가 폴 세잔Paul Cézanne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꽃이 향기를 숨길 수 없듯, 
따뜻한 물이 흐르는 분수와 꽃과 햇살이 가득한 이 도시는 ‘프로방스’ 하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단어가 골목과 광
장을 맴돈다. 꽃, 자연, 햇빛과 하늘, 그리고 로맨스. 사랑 고백이나 시 쓰기 같은, 어쩐지 세월이 지나면 무의미해 
질지 모를 행동들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암시가 여기 공기 속엔 있다.

토요일 정오, 시청Hotel de Ville 앞 꽃시장이 문을 닫기 전에 꽃 한 다발을 산다. 먹지도 쓰지도 못하는 꽃다발을 왜 사
냐고 옆에서 구박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5유로짜리 낭만을 한 움큼 들고 꽃시장을 지나 플라스 데 프레쇠르Place 

des Précheurs로 가서 절인 올리브와 빵 반 쪽을 사는 당신의 뒷모습은 로맨틱할 것이다. ‘어이구 퍽이나!’ 하는 동행인
의 야유가 등에 꽂히더라도 꿋꿋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로맨스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잊지 말자. 꽃비가 내리는 
엑스Aix에서의 여행이란, 이렇게 꿈꾸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단, 꽃시장과 플라스 드 베르덩Place de Verdun의 시장은 화요일과 토요일, 그것도 오전에만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자. 
마르쉐(시장)들은 ‘반드시’라 해도 좋을 엑스의 첫 번째 볼거리지만, 타이밍이 허락치 않을 땐 보도블럭 위에 금빛
으로 표시된 ‘세잔의 길’을 따라 가 보는 것도 좋다. 중심가인 미라보 거리Cours Mirabeau는 마차가 다니던 17세기 모습 
그대로다. 겨울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온천수가 솟는 분수대를 보며 세잔이 앉았던 바로 그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등을 기대면, 자리에 앉은 채 나도 몰래 푸른 꿈을 꾸게 될지도 모른다.

꽃비 내리는 길 위에서 로맨틱하게 즐기기

ⓒ Cintas-Flores

Aix en Provence
엑상프로방스˙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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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역
TGV 역Gare Aix TGV은 시내에서 8km쯤 떨어져 
있고, 라 로통드 분수 광장 남쪽에 있는 SNCF 역
은 마르세유 행 빼고는 다니는 기차가 많지 않다. 
TGV 역과 시내 남서쪽의 버스정류장을 셔틀버스
(Navette, 20여 분 간격 운행, 편도 4.30€, 왕복 
6.90€)가 잇는다. TGV역에서는 “Navette”라 적
힌 간판을 잘 보고 역 서편 탑승장으로 가는 계단
을 이용할 것. 
Aix > Paris(TGV, 3h), Lyon(TGV 1.5h), Marseilles (TGV 

13m, RE 31m), Nice(TGV 2h 40m)

 대중교통
엑상버스Aix en Bus에서 운영하는 시내 버스는 한 
번 구입한 티켓(1.20€)으로 1시간 동안 환승이 가
능하다. 단, 같은 번호로의 환승은 불가.

 관광안내소
라 로통드 분수 광장에 있다. SNCF 역, 혹은 나베
트 버스 정류장에서 벨주 가Avenue des Belges를 

따라 10분 거리. 
 300 avenue Giuseppe Verdi   04-42-16-11-61 
 aixenprovencetourism.com/ko

엑스 시티 패스 Aix City Pass (25€)를 구입하면 보다 
현명하게 엑상프로방스를 둘러볼 수 있다. 24시
간, 48시간, 72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하다.
•14곳의 박물관, 관광지 무료입장
•11곳의 테마 가이드 투어 
•엑상프로방스 미니 열차 투어
•각종 할인 쿠폰
•버스 무제한 이용

엑상프로방스 미니 열차 투어
미니 열차에 몸을 싣고, 프로방스 향취가 가득한 
엑스의 골목길을 누비며 오디오 가이드에 귀를 기
울여 보자. 홈페이지에서 패스를 구매하거나 엑상
프로방스 관광안내사무소에서 일일 투어를 신청
할 수 있다.

 aixenprovencetourism.com/en/plan-your-trip/tourist-
pass

 볼거리,  즐길거리
엑상프로방스 관광 안내사무소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데이 투어
라벤더 투어, 아를, 카마르그Camargue, 마르세유, 
아비뇽, 프로방스 와인, 건축물, 와인 등 다양한 테
마로 진행 가능하며,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진행하
거나 엑스에 도착 후 관광안내사무소 또는 호텔에
서 직접 예약도 가능하다.

 travel.aixenprovencetourism.com/en/local-
organisation/daily-excursions/ 

ⓒ Sophie Spiteri

폴 세잔 동상 ⓒ A. Fau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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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잔의 흔적 Cézanne
도시 북쪽에 있는 세잔의 아틀리에Atelier Paul 
Cézanne와 서쪽의 어릴적 생가Jas de Bouffan, 그
리고 세잔이 대표작들을 완성한 집The Bibémus 
Quarries이 대표적인 세잔 투어 방문지다. 각각 입
장료는 6.50€다.

 travel.aixenprovencetourism.com/en/activities/
culture/aix-paul-cezannes-home-town

폴 세잔 아틀리에  Atelier Paul Cézanne
세잔은 1902년 9월 1일에 이 메인 스튜디오를 열
어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 마지막 4년 간 그는 매
일 이곳에서 살다시피 했기에 가장 생생한 삶과 예
술 세계의 흔적이 남아있다. 세잔의 유작을 비롯해 
10여 점의 회화가 있다.

자 드 부팡 Jas de Bouffan
세잔의 아버지가 1859년에 구입해 가족이 1899년
까지 살았던 집. 40여년 간 세잔이 살았던 이 집에
서 그의 감수성과 그림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것들
을 찾아 본다. 세잔은 자신의 젊은 시절 대작들을  
1층의 작업실 벽에다 직접 그렸고, 집 앞 농장과 연
못과 숲에 이젤을 세워놓고 앉아 연습을 했다. 대
형 리노베이션을 실행해 2019년 ~ 2020 년 사이
에 마칠 예정이며, 국제 문서 및 세잔 연구센터도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이후 2층은 단기 기획 국
제 전시실로 바뀌고,  세잔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
했던 1층의 대형 라운지는 복원 작업이 이루진다. 

비베뮈스 채석장 
Les Carrières de Bibémus
도시 동쪽 외곽에 있는 세잔의 집으로, 커다란 소

나무 그늘을 따라 난 길과 붉은 돌멩이, 완만한 고
원 등 세잔의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요소들을 눈으
로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장소다. 세잔이 이 곳에
서 보았음직한 장면들이 11점의 유화와 16점의 수
채화에 남아 있다.

코몽 아트 센터  
Caumont – New Art Centre 
순수 예술을 중심으로 예술, 과학, 교육적인 프로
젝트를 위해 설립되었다. 예술사에 획을 그은 거장
들을 다루는 두 번의 상설 전시가 상 위 두 층에 자
리한 새롭게 선보이는 상설 전시장(총 면적 400
㎡의 8개의 전시관)에서 매년 열린다. 그 외에도 
티룸, 레스토랑, 서점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구비
되어 있다. 

 caumont-centredart.com/en/ 

그라네 미술관 Musée Granet
비록 이 미술관에 전시된 9개의 세잔의 작품 중에 
그의 대표작이 있는 건 아니지만, 피카소와 마티스 
등의 작품이 포함된 콜렉션은 볼 만하다. 

 Place Saint-Jean de Malte   04-42-52-88-32 
 www.museegranet-aixenprovence.fr  
 Tue~Sun 11:00~19:00   6

바자렐리 미술관
Fondation Victor Vasarely
4번 버스를 타고 서쪽으로 네 정거장(Vasarely 정
거장 하차)쯤 가면, 기하학과 추상으로 팝아트에 
반기를 들었던 옵아트Op Art의 선구자인 빅토르 바
자렐리의 미술관이 나온다. 엑스에서 전혀 상상치 
못했던, 칼날 같은 추상의 기묘함 속에 빠져 보자. 

 1 Avenue Marcel Pagnol   04-42-20-01-09  

 www.fondationvasarely.org 
 Mon~Sat 11:00~13:00, 14:00~19:00   12

 레스토랑
야외 시장 Marché 
향기로운 과일과 음식들이 가득한 시장에서 음식
들을 싸 들고 따뜻한 벤치에 앉아 간단한 점심을 
먹는 것. 이게 값 싸고 맛 좋은 엑스aix 식 식사다.

레 두 갸르송 Les Deux Garçons 
폴 세잔과 에밀 졸라가 수다를 떨던 바로 그 곳. 식
사도 좋고 미라보 거리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
시기에도 좋다. 

 53 cours Mirabeau   04-42-26-00-51 
 07:00~02:00

폴 세잔 아틀리에 ⓒ Sophie Spiteri

코몽 ⓒ S.Lloyd

레 두 갸르송 ⓒ kimeunju

ⓒ Sophie Spiteri

비베뮈스 채석장 ⓒ Sophie Spiteri

자 드 부팡 ⓒ Sophie Spi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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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엑상프로방스는 쇼핑의 천국이다. 알레 프로방살 
Allées Provençales 쇼핑센터는 물론, 도심의 아름
다운 거리마다 수많은 상점들이 즐비해 있다. 프라
다, 망고, 록시땅과 같은 유럽의 대표 브랜드들로 
엑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엑상프로방스는 특히 럭셔리 브랜드와 고급 상점
이 다양하기로 유명하다. 화려한 쇼윈도를 자랑하
는 오트 쿠튀르 매장들과 수대째 수공예 제품을 다
루는 매장들이 스스럼 없이 어우러진다. 앤틱 가
구, 지역 특산물, 주기적으로 열리는 골동품 시장 
등, 넓은 선택의 폭과 양질의 경험을 제공한다. 

로이 르네 칼리송 Confiserie du Roi René
1920년 오픈. 칼리송(지역 특산품) 생산 아뜰리에, 
박물관, 레스토랑, 매장 방문 가능.

 www.calisson.com/musee-du-calisson/

몽쥬약국 Pharmacie Monge
엑상프로방스의 중심가인 미라보 거리에서도 파
리의 유명 약국인 ‘몽쥬약국’을 만나볼 수 있다. 프

ⓒ Daniel Kapikiand

ⓒ Villa la Coste. Photographe Richard Haughton

로이 르네 칼리송 ⓒ Nina Mercurio

랑스의 유명 약국 화장품들을 좋은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곳.

 엑상프로방스의 와이너리  
      Vignobles en Pays d’Aix

와인과 프로방스 간의 열정은 마르세유에 정착한 
그리스인들이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들여와 재배
를 시작했을 당시인 26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즉,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밭들이 프로방스
에 있다는 뜻이다. 또한 프로방스는 AOC (원산지 
명칭 통제) 인증을 받은 로제 와인을 해마다 약 1억
5천 2 백 만병씩 생산하는 로제 와인의 본고장이
다.

샤토 라 코스트 CHATEAU LA COSTE
프로방스식 와이너리, ‘샤토 라 코스트’는 현대 예
술, 현대식 건축물, 포도나무가 200헥타르 규모의 
공간에 조화롭게 어우러져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
다.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 Jean Nouvel 의 손을 
거친 와인 저장고에서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자. 레드 와인, 로제 와인, 화이트 와

인을 골고루 시음할 수 있다.  또한, 와이너리 내에 
미식 레스토랑을 비롯한 여러 식당이 마련돼 있다. 
예약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2750 route de la Cride 13610 Le Puy-Sainte-
Réparade   04-42-61-92-92   www.chateau-la-
coste.com, contact@chateau-la-coste.com 

테르 드 미스트랄 TERRE DE MISTRAL
전설적인 생트 빅투아르 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테르 드 미스트랄’은 프로방스 내에서 다음
과 같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보기 드문 와이너
리이다. 
•로컬 식재료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와이너리 방문 및 투어
•와인을 주제로 한 다양한 액티비티와 행사
마음에 드는 향을 골라 여러 포도 품종을 조합해 
나만의 홈메이드 와인 «Cuvée Maison» 을 만
들어보자. 전문가들의 코칭이 함께한다. 예약 시 
영어로 진행 가능.

 Route de Peynier 13790 Rousset
  04-42-29-14-84   www.terre-de-mistral.com, 
tourisme@terre-de-mistr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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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시들이 그렇듯, 프랑스 제 1의 항구인 마르세유도 
하루에 둘러보기 벅찬 도시다. 사람도 많고, 상점도 많
고, 여기 저기 신기한 볼거리들도 많은 이 2천 6백년 된 
항구 도시는 떠나려는 옷자락을 쉽사리 놓아주질 않는
다. 아침 열 시 반에 생 샤를 역Gare St-Charles에 도착해 역
에서 1일 패스를 구입한 뒤 비유 포흐Vieux Port 역 관광안
내소에서 지도와 가이드북을 들고 나선 게 11시 쯤. 바
구니 속의 물고기들이 채워지기가 무섭게 팔려 나가는 
피쉬 마켓을 구경하고 부둣가 레스토랑에서 ‘까나리 액
젓 맛 스프레드’를 곁들인 빵과 식사를 한 뒤 르 파니에
Le Panier 언덕길을 누비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만큼 기운
다. 다시 부둣가로 내려와 마르세유를 굽어보고 있는 
노트르담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면 기울었던 해는 점
차 발그레 물이 든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샤토 디프
Chateau d’If 섬은 눈으로만 보고 노트르담을 내려와 쇼핑
Centre Bourse Shopping Centre과 식사(Place Thiars 혹은 Cours Honore 

돌아서면 생각나는 줄무늬 티셔츠, 그리고 바다

ⓒ kimeunju

d’Estienne d’Orves)를 하면 어느새 항구의 밤. 이러니 뭔가 
하다 만 듯한 느낌을 남겨둔 채 생 샤를 역으로 향하기
가 쉽지 않은 거다.

“막차 타고 가면 안될까?” 당신의 동행인이 온순한 모
범생 타입이라면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다. “그냥 별 
보면서 바닷가에서 하루 자자.” 무모한 낭만파 친구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음엔 꼭 네이비 스트라
이프의 마르세이예즈Marseillais 티셔츠를 사야겠어. 비
누와 올리브 유도 사야겠어. 샤토 디프 섬에도 가 봐야 
해. 그것이 계획에 없던 ‘내일’의 계획이 됐든 말 그대로 
언젠가의 계획이 됐든, 마르세유는 그런 도시다. 어두
워진 바다가 좋고 물르(벨기에 식 홍합 요리) 
향기가 좋아서 TGV 막차 시간조차
도 정말 지키고 싶지 않은, 그
런 항구다.

Marseille
마르세유˙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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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르담 성당 ⓒ kimeunju구항구 ⓒ kimeunju

 항공편
파리 샤를드골 공항 에서 하루 6편 왕복, 서울에서 
마르세유까지 AF267/AF7666편 포함 당일연결 5
편, 마르세유에서 서울로 AF7663/AF264편 포함 
당일연결 5편 운항 

 기차역
대부분의 지방 열차와 TGV가 도심 북쪽의 생 샤
를 역에 선다. 생 샤를 역은 메트로 1, 2호선과 바로 
연결되며, 1호선을 타고 두 정거장만 가면 비유 포
트 역이다. 기차에서 내려 바쁘게 지하로 내려가지 
말고, 잠깐 정문 밖으로 나가 멋진 마르세유 풍경

을 감상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Marseille  Paris(TGV, 3h 10m), Lyon(TGV 1h 40m), 

Avignon(TGV 40m), Cannes (TGV 2h)

 대중교통
두 개의 메트로(M1, M2)와 트램(T1, T2), 그리고 
버스 노선이 마르세유 곳곳을 잇는다. 1시간 동안 
환승이 가능한 1회용 승차권 가격은 1.51€, 1일/3일 
데이 패스는 5€/10.50€다.
 

 관광안내소
마르세유 관광의 출발점인 비유포흐 앞에 있다. 
지도와 가이드북을 구할 수 있으며, 모든 대중 교
통과 박물관, 샤토 디프 및 이곳을 오가는 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르세유 시티 패스(1일권 
26€, 2일권 33€)도 구입할 수 있다. 

 4 La Canebiére   04-91-13-89-00  
 marseille-tourisme.com   Mon~Sat 09:00~ 

19:00, Sun 10:00~17:00   Vieux Port

 볼거리,  즐길거리
노트르담 성당 
Basilique Notre Dame de la Garde 
도심 어디에서나 보이는 이 성당에서 내려다보이
는 마르세유 시의 전경은 황홀하다. 석양이 질 때 
더욱 그렇다. 프랑스 제 1의 항구도시라는 말이 실
감날 만큼 빽빽한 건물들과 항구, 바다 입구의 오
래된 요새와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섬까지, 이곳의 
풍경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든다. 이곳으로 가려면 
60번 버스를 비유 포트에서 타면 되는데, 이 버스 
정류장은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한다. 눈에 잘 띄
는 83번 버스 정류장에서 50m 북쪽에 있다. 

 04-91-13-40-80   notredamedelagarde.com 
 07:00~19:00

샤토 디프 Château d’If
샌프란시스코에 알카트래즈가 있듯 마르세유 앞
바다에는 샤토 디프가 있다. 오랫동안 요새였다
가 철벽의 감옥으로 쓰여졌다는 점이 알카트래즈
와 같다면, 그보다 훨씬 전에 알렉산드르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등장했다는 점이 알카트
래즈와 다르다. 이 소설 속 섬을 방문하려면 비유 

포트에서 보트(왕복 10€)를 타면 된다. 
 04-91-59-02-30   09:30~18:30 

구 항구 Vieux Port
비유 포흐의 입구 양쪽을 형제처럼 지키고 있는 두 
요새인 생 장Saint-Jean과 생 니콜라Saint-Nicolas의 
보호 아래, 이 오래된 항구는 예나 지금이나 배와 
사람들로 북적인다. 고깃배가 들어오는 오전엔 피
쉬 마켓으로 포구가 떠들썩하고, 오후엔 신선한 바
람과 먹을 거리를 찾아 나온 사람들로 늘 붐빈다. 
마르세유의 안방과도 같은 장소.   Vieux Port

르 파니에 지구 Le quartier du Panier
비유 포흐 서쪽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구역인 르 
파니에 지구는 옛날 그리스 인들의 시장이 있던 자
리다. 그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수제 초콜릿을 파
는 La Chocolatiére du Panier(  49 rue du Petit 
Puits   04-91-91-67-66), 마르세유의 명물인 비누
를 파는 72% Pétanque(  10 rue du Petit Puits  

04-91-91-14-57) 등 특색 있는 마르세유의 특산품을 
파는 상점이 골목 곳곳에 숨어 있다.

 레스토랑
셰 마디 레 갈리네트 
Chez Madie Les Galinettes 
기본으로 나오는 빵에 젓갈 맛 나는 스프레드만 발
라 먹어도 바다를 집어삼킨 것 같은 만족감을 주는 
항구 옆 레스토랑. 미리 예약을 해야만 하는 부이
야베스(bouillabaisse, 각종 해물을 넣고 끓인 대표
적인 로컬 요리) 또한 유명하다. 

 138 quai du Port   04-91-90-40-87  Mon~Sat 
Lunch&Dinner   런치메뉴 17, 부이야베스 35

뺑 앤 씨 Pain & Cie 
브런치나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기 좋은 카페 

 18 place aux Huiles   04-91-33-55-00 
 Tue~Sat 08:00~22:30, Sun&Mon 08:00~18:00

  Vieux Port

 숙박
마르세유 관광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resamarseille.com)에서 호텔 및 레스토랑을 편리하
게 검색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다.

르 파니에 지구 ⓒ kimeu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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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생 베네제 ⓒ kimeunju

피카소의 역사적인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Les Demoiselles 

d’Avignon> 때문에 꼭 한번 아비뇽엘 가 보고 싶었다. 피
카소의 아비뇽이 프로방스의 아비뇽을 가리키는 게 아
니라는 걸 알기 전까진 그랬다. 바르셀로나의 음침한 
뒷골목 아비뇽이 아니라, 이곳은 프로방스의 유서 깊은 
도시 아비뇽. 14세기에 70여 년간 교황이 머물렀던(엄
밀히 말하면 ‘유배’됐던) 이 도시 어디에서도 피카소를 
매혹했던 매춘부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아비뇽 역에서 북쪽으로 곧게 뻗은 헤퓨블릭 가Rue de 

la République에서 관광안내소에서 받은 아비뇽 빠시옹
Avignon Passion 브로셔를 펴 들고 네 가지 워킹 투어에 대
한 계획을 세워 본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
정된 아비뇽의 ‘핵심’을 둘러보는 오렌지 루트, 다양한 
아비뇽 건축물을 둘러보는 레드 루트, 중세의 골목을 
굽이굽이 누비는 그린 루트, 그리고 13세기 로마네스
크 형식과 히피한 아티스트들로 가득한 거리를 걷는 블
루 루트. 이 모든 루트들은 리퍼블리크 가에서 시작되
고 끝나거나, 혹은 이곳을 지난다. 미로처럼 뻗은 골목
들은 어디에선가 흘러나온 다른 골목과 만나 수많은 광
장을 이루고 그 광장에서 뻗은 또 다른 골목들은 다시 

다른 광장으로 모이기 때문에, 아비뇽에선 지도를 들고
도 길을 잃거나 지도 없이도 길을 찾게 되는 일이 많다. 
그러니 일단 교황궁Le Palais des Papes과 퐁 생 베네제Pont St 

Bénezet를 봤다면 자신만의 루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 어
떻게 길을 잡든 플라스 드 로를로즈Place de l’Horloge와 플
라스 피Place Pie, 그리고 플라스 데코르생Place des Corps Saints

은 만나게 될 것이기에, 혹시 내가 꼭 가 봐야 할 곳을 
빼먹진 않았을까 걱정할 필요조차 없다.

성벽 아래서 맘 놓고 길을 잃다

팔레 데 파프

Avignon
아비뇽˙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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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역
아비뇽 성벽의 남문인 포르트 드 라 헤퓨블릭
Porte de la République 앞에 아비뇽 역Gare Avignon 
Centre이 있고 여기서 3.5km쯤 떨어진 곳에 아비
뇽 TGV역 Gare Avignon TGV이 따로 있으므로, 열
차 종류에 따라 이용할 역이 달라짐에 유의한다. 
TGV역과 아비뇽 우체국 (남문 바로 안쪽) 앞을 오
가는 버스(15분 소요)가 있다. 

 Avignon > Paris(TGV, 2.5h), Lyon(TGV 1h), 
Annecy(TGV&RE, 2.5h), Marseilles (TGV 40m)  

 대중교통
아비뇽 근교로 이동하려면 TCRA가 운영하는 시
티 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아비뇽 구시가는 넓지 
않으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다. 남문 안
쪽 광장에 벨로팝Velopop 무인대여소(  velopop.fr 

 1)가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관광안내소
남문에서 200여 미터 북쪽으로 올라오면 오른쪽
에 보인다. 4~10월까지 오전 10시에 영어 및 불어
로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를 운영하며, 지도 및 무
료 패스(Avignon Passion. 모든 장소 두 번째 방
문 시 입장료 20~50% 할인)를 받을 수 있다.

 41 cours Jean Jaurés   04-32-74-32-74  
 Mon~Sat 09:00~18:00, Sun 09:45~17:00 
 avignon-tourisme.com

 볼거리,  즐길거리
팔레 데 파프 (교황청) Palais des Papes
고딕 양식을 지닌 아비뇽 교황청은 14세기에 교황

이 머물렀던 장소로 화려한 응접실, 예배당, 수도
원, 교황 거주지 등 방문이 가능한 25곳의 각기 다
른 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
산에 지정되어 있으며, 연중 오픈 한다. 

 04-32-74-32-74   avignon-tourisme.com 
 12(일반 요금)

아비뇽 다리 Le Pont d’Avignon 
생 베네제 다리는 아비뇽의 주요 역사 유적지이며 
노래를 통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2세기에 
건설된 다리는 론Rhône 강의 범람으로 인해 여러 
번 손상되고 재 건설 되었지만, 17세기에 이르러서
는 버려졌다. 연중 무휴로 오픈 하며 유네스코 세
계 문화 유산에 지정 되었다. 새로운 멀티미디어 
관람이 추가되었으며 오디오 가이드 무료. 
<이쪽 강변에서 저편으로 D’une rive à l’autre> 전시: 3D
를 통한 복원 프로젝트   04-32-74-32-74

 avignon-tourisme.com 
 5(일반 요금), 3.50(패스 요금), 교황청과 아비뇽 다리

를 함께 구입하면 14.50

그랑 바토 프로방스
Grands Bateaux de Provence
론 강 위에서 아비뇽과 주변의 풍경을 볼 수 있는 
45분 짜리 보트 투어가 4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
고, 배 위에서 식사를 하며 경치를 구경하는 레스
토랑 보트는 연중 이용할 수 있다. 

 Embarcadère aux Allées de l’Oulle 
  04-90-85-62-25  mireio.net 29~62

 레스토랑
레성시엘 L’Essentiel 
미슐랭 가이드 ‘1 bib gourmand’ 미식 레스토랑
으로 교황청에 인접한 아름다운 안뜰을 지닌 17세

기 건물에 있다. 
 2, rue Petite Fusterie   04-90-85-87-12 
 restaurantlessentiel.com 
 restaurantlessentiel84@live.fr

크리스티앙 에티엔 Christian Etienne 
교황청 인접 12세기 역사 유적 건물에 있는 미슐랭 
가이드 1스타 레스토랑으로 프로방스 요리, 야채, 
여름 시즌 토마토 요리 전문. 

 10 rue de Mons   04-90-86-16-50 
 christian-etienne.fr 
  contact@christian-etienne.fr 

 숙박
노보텔 아비뇽 성트르 Avignon centre****
성벽을 마주 하고 있는 호텔은 9개의 스위트 룸
을 포함한 130개의 객실과 최신 기술 장비가 갖춰
진 면적 700m²의 컨퍼런스 홀, 바, 수영장과 지중
해 스타일의 실내 정원 중심부에 위치한 레스토랑, 
360m² 면적의 스파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주차장
에 100대까지 주차 가능.

 20, boulevard Saint Roch   04-90-74-70-10 
 novotel.com   H7571@accor.com 
 연중 무휴   130~250

브리스톨 Bristol***
시내 중심부 주요 광장에 위치한 호텔로 전통적인 
방음 장치와 에어컨 시설을 구비한 67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44, cours Jean Jaurès BP 186(내비게이션: Lat. 
43.9489509 – Long. 4.8051412)  04-90-16-48-48  

 bristol-avignon.com  
 contact@bristol-avignon.com   연중무휴 
 95~139

레알 마켓 ⓒ kimeunju

구시가지 ⓒ kimeu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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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화, 예술과 건축 분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국제적인 해안 도시 니스는 창의적, 역동적, 국
제적인 젊은 도시와 유럽의 중심 도시로서의 혁신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우아하며 대중적이고, 밝고 활기찬, 
자랑스런 독립의 역사,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 도시의 개성과 역동성 등 니스를 표현해주는 매력은 끝이 없다.

매력 넘치는 코트 다쥐르의 보물

ⓒ A.ISSOCK

Nice 니스˙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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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편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하루 6편 왕복, 서울에서 
니스까지 AF267/AF7706편 포함 당일연결 5편, 
니스에서 서울로 AF7701/AF264편 포함 당일연
결 5편 운항 

 기차역
프롬나드 데 정글레에서 마카라니 거리r u e 
Macarani와 콩그레 거리rue Congrès를 따라 북쪽으
로 1km쯤 가면 니스-빌 역Gare Nice-Ville이 나온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이웃한 도시 탕드Tende 및 이
탈리아Ventimiglia까지 가는 열차들(TGV는 제외)
을 하루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인 카르
테 이사벨Carte Isabelle도 판매한다. 

 Nice > Paris(TGV 5.5h), Lyon(TGV 4.5h), Marseille(TGV 
2.5h), Cannes(RE 35m), Antibes(RE 25m)  

 대중교통
도시 곳곳을 운행하는 버스와 트램을 린 다쥐르
Ligne d’Azur가 운영하고 있다(  lignedazur.com). 
구매한 티켓으로 1회 환승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1일 패스의 가격은 5€.
 

 관광안내소
바닷가 프롬나드 데 정글레 거리에 메인 관광안내
소가 있고, 니스-비유 역과 니스 국제공항에도 안
내소가 있다. 니스와 니스 주변의 입장료가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니스에 있는 대부분의 미술관과 
박물관은 무료), 지붕 없는 관광버스와 관광안내소
의 가이드투어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렌치 
리비에라 패스French Riviera Pass(1일, 2일, 3일 각
각 26, 38, 56€)가 있다. 

 5, Promenade des Anglais - Av. Thiers / 역SNCF / 니스 
공항 터미널 1  08-92-70-74-07
  nicetourisme.com   Mon~Sat 08:00~20:00, Sun 
09:00~19:00

 볼거리,  즐길거리
구시가 Vieux Nice
프랑스 여느 도시들처럼, 구시가(비유 니스)는 미
로 같은 골목과 오래된 예쁜 집들,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보석처럼 자리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있
는 살아 숨쉬는 박물관이다. 니스 중심가 동쪽의 
파크 뒤 샤토Parc du Château 아래, 서쪽으로 해변
을 따라 난 케 데 제따주니Quai des États-Unis와 북
쪽의 장 조레Jean-Jaurés 거리 사이가 비유 니스다.

현대 미술관 Musée d’Art Moderne et 
d’Art Contemporain (MAMAC) 
유명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과            
앤디 워홀의 대표작 캠벨 수프 캔Campbell’s Soup 
Can 등,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아방가르드 작
품들이 전시된 미술관으로, 꼭대기의 정원에서 바
라보는 비유 니스의 전경도 환상적이다. 이브 바야
르드Yves Bayard와 앙리 비달Henri Vidal이 디자인
한 건물 자체도 구경거리로 손색 없다. 

 Promenade des Arts   04-97-13-42-01  
 mamac-nice.org   Tue~Sun 10:00~18:00

샤갈 미술관 Musée National Message 
Biblique Marc Chagall
니스는 샤갈과 마티스의 도시다. 세계에서 가장 많
은, 450여 점에 이르는 샤갈의 작품이 전시된 샤
갈 미술관은 니스의 주요 미술관 중 유일하게 입장
료를 받는 곳이지만 미술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곳. 

 4 av Dr Ménard   04-93-53-87-20 
 musee-chagall.fr  

 Wed~Mon 10:00~18:00   8

마티스 미술관 Musée Matisse
플라스 마세나Place Masséna에서 출발하는 22번 
버스를 타면 샤갈 미술관을 지나 마티스 미술관에 
닿는다. 로마 시대의 유적과 유명 화가들의 미술관
이 여럿 있는 시미에Cimiez 구역에 있다. 마티스의 
작품 세계보다는 예술가로서 성장해 가는 마티스
의 모습을 돌아보는 데 중점을 둔 곳이다. 

 164 av des Arénes de Cimiez   04-93-81-08-08 

 musee-matisse-nice.org 
 Wed~Mon 10:00~18:00

 레스토랑
지중해 도시답게 신선한 야채와 말린 과일 등을 이
용한 음식들이 많다. 니스에서는 꼭 소카socca(콩
가루 반죽으로 만들어 후추를 곁들여 먹는 일종의 
크레페)와 니수아즈 샐러드salade niçoise를 먹어
볼 것. 특히 비유 니스 거리에 관광객들을 사로잡
는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참고로 니스의 전통 음식
을 제대로 차려 내는 레스토랑에는 퀴진 니사르드
Cuisine Nissarde 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

셰 르네 소카 Chez René Socca 
저렴하고 격식 없는, 맛있는 소카 집 

 2 rue Miralhéti   04-93-92-05-73 
 접시 당 2부터

샹트클레 Chantecler 
니스에서 제일 유명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37 promenade des Anglais   04-93-16-64-00 
 Wed~Sun Lunch&Dinner 

 숙박
니스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호텔이 많지만, 성수
기와 모나코 그랑프리나 칸 국제 영화제가 있는 시
기에는 방 잡기가 쉽지 않다. 관광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niceres.com)에서 수수료 없이 숙소 예
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시가지와 니스 시내 중
심부, 해변, 언덕 등 니스 곳곳에는 테마 호텔, 클래
식한 호텔, 국제적인 체인 호텔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편안한 휴양지 분위기
의 호텔, 옥상에 수영장을 구비하고 있는 호텔 등 
선택만 하면 된다. 또 니스는 로맨틱한 허니문 여
행과 연인들을 위한 신비로운 여행으로도 각광 받
고 있는 여행지로 이를 위한 다양한 테마의 호텔 
선택이 가능하다. 미리 요청하면 특별한 리셉션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 할 수 있다.  

ⓒ A.ISSOCK ⓒ J.KELAGOP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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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펠리에 ⓒ MarieHavard OTM 



Southwestern France | 프랑스 남서부 105

하늘의 축복을 받은 곳.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물
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수 많은 문화 유산, 그
리고 와인에 쇼핑까지.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
이 찾는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옥시타니 지
역(Région Occitanie)의 도시들은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풍부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발
걸음을 부지런하게 움직일수록 더욱 큰 만족을 
하게 될 것이다. 일단 카메라 배터리와 메모리가 
충분한지 확인부터 하자. 기억 속에만 담아 가기
엔 아까운 다채로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발길을 이끄는 
다채로운 매력

Colorful
Life

Southwestern France  
프랑스 남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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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역동적, 매력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몽펠리
에. 이곳에서 지중해 분위기에 젖어보고, 도시의 독특한 매
력을 발견해 보자. 오랜 역사가 흐르고 있는 도심 속 중세 골
목, 옛 대저택과 상점들은 몽펠리에가 자랑하는 보물이다. 물
론 건축 거장들(Ricardo Bofill, Massimiliano Fuksas, Jean Nouvel, Zaha 
Hadid, 그리고 몽펠리에의 신명물, ‘하얀 나무Arbre Blanc’의 건축
가 Sou Fujimoto)의 손길이 닿은 현대적인 유산들도 빼놓을 수 
없다. 문화가 생활 깊이 스며든 곳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
는 몽펠리에에는 특별한 디자인을 입은 4개 노선의 트램이 도
시를 누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도심에서 10km만 벗어나면 
광활한 포도밭과 드넓은 지중해 해변이 펼쳐진다.

 기차역
파리 리옹역 – 몽펠리에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역 – 
몽펠리에 구간 직행 열차가 있다. 매일 직행이 10
편씩 운행된다. 
•몽펠리에 생 로크Montpellier-Saint Roch역: 도심
에 위치, 코메디 광장Place de la Comédie에서 도보 
5분 거리.
•몽펠리에 쉬드 드 프랑스Montpellier Sud de 
France 역

 대중교통
트램 4개 노선, 버스 36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편도 티켓이나 10회권 또는 1일권, 7일권, 가족권
으로 구매 가능하며 교통권은 트램과 버스에서 모
두 사용 가능하다.  tam-voyages.com

 관광안내소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관광 안내 사무소 

 30 allée Jean de Lattre de Tassigny – 34000 
MONTPELLIER   04 67 60 60 60

 montpellier-france.com  montpellier-france.cn/
 연중무휴. 7,8,9월: 월요일 – 토요일  09:30 - 19:30  / 

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17:00
 10월- 6월 : 월요일- 토요일  09:30 - 18:00  / 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17:00

 볼거리,  즐길거리
파브르 미술관 Musée Fabre de 
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
유럽에서 가장 명망 높은 미술관 중 하나다. 15세
기~19세기 프랑스 및 유럽 미술품과 더불어 900
점 이상의 전시품을 소장하고 있다. 장식 예술품
들은 호텔 드 카브리에르-사바티에 데스페이랑
l’hôtel de Cabrières-Sabatier d’Espeyran에 전시되고 
있다.
  화요일 – 일요일 : 10h-18h   7~ 

모코 MoCo(Montpellier Contemporain): 
La Panacée + Ecole des Beaux-Arts + 
Hôtel des Collections
예술학교와 두 개의 전시 공간을 한 자리에 모은 
복합예술공간이다. 보자르 예술학교L’ESBA - E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라 파나세La Panacée 현
대미술센터가 이미 운영 중이며 2019년 6월 29일
부터는 전세계 컬렉션들을 전시하는 모코 호텔 데 
컬렉션MOCO Hôtel des collections이 개방될 예정
이다.
•라 파나세La Panacée  

 14 rue de l’Ecole de Pharmacie   04 34 88 79 79 
 lapanacee.org/fr   수요일-토요일: 12h-20h / 일요

일 10h-18h / 월, 화 휴무   입장 무료
•모코 호텔 데 컬렉션 MOCO Hôtel des Collections  

 13 rue de la République, 34000 Montpellier   
 04 34 88 79 79  www.moco.art   수요일-토요

일: 12h-20h / 일요일 10h-18h / 월, 화 휴무  
•놓치지 말아야 할 소식: 
도시 내 100명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ZAT 2019: 모코 
Moco 의 오프닝을 기념하기 위해 몽펠리에 도심에 특별

한 전시행사가 펼쳐진다. 2019년 6월 8일부터 7월 28일

까지.

중세시대 거리에서 즐기는 문화와 쇼핑 
몽펠리에를 찾는 관광객들은 도시의 영광스런 과
거를 상징하는 중세시대 거리들(발페르 길 rue de 
la Valfère, 브라 드 페르 길rue du bras de fer, 아르
장트리 길 rue de la l’argenterie)을 거닐 수 있다. 수
공예 창작자, 골동품상, 카페 등이 자리잡은 아치
형 부티크들을 방문해 쇼핑을 즐기고 곳곳에 자리
한 레스토랑과 바 테라스에 앉아 휴식을 만끽해보
자. 이 외에도 거리를 거닐며 만나게 될 80여 곳이 

Coup de cœur 프랑스 관광청 추천 장소

© OT Montpellier

© Ville de Montpellier

Montpellier 
Méditerranée

몽펠리에˙옥시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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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중세 저택들의 정원, 성당, 무료 전시, 거리 예
술, 트릭아트 작품 등 도시의 숨은 보물들도 놓치
지 말자. 

비노폴리아 Vinofolia, 
도심 속 대저택과 와이너리
지역 특산 와인을 시음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예약
을 통해 와이너리 직원과 함께하는 VIP투어를 진
행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역사 유적으로 지정된 
대저택과 함께 프랑스식과 영국식이 공존하는 특
별한 정원을 둘러보는 것도 잊지 말자.

 1744, avenue Albert Einstein 
 +33 (0)4 99 526 637   flaugergues.com

•공원, 정원, 지하 와인창고 방문 

 월-토 운영 / 월-금: 오전 9시30분 – 오후6시 /토: 오후 
2시30분 – 오후6시 (일, 공휴일 휴무)
•대저택 내부 방문

 6,7,9월 매일 오후 2시30분- 오후 7시 (월요일 휴관). 
예약 가능

새로운 미식 공간들 
몽펠리에 도심에 위치한 새로워진 래싹 시장 
halles Laissac 에서 신선한 지역 재료들을 맛보자. 
시장 내부 디자인은 몽펠리에 보자르에 재학중인 
한국인 아티스트 Mona Young-Eun KIM의 손길
을 거쳤다. 신규 핫스팟, 마르쉐 뒤 레marché du Lez 
는 식당, 아티스트, 골동품 상인 등을 한자리에 모
은 복합미식공간이다.

심금을 울리는 다양한 이벤트
BOTY – 힙합 페스티벌(5월 초), 국제 익스트림 스
포츠 축제(5월 중순), 몽펠리에 국제 댄스 페스티
벌(6월), 옥시타니 몽펠리에 라디오 프랑스 뮤직 
페스티벌(7월), 여름 축제 -지역 특산품, 와인을 한
껏 즐길 수 있는 야외 축제 (7,8월)

 montpellier-france.com/Prepare-Book/What-s-on

 레스토랑
르 프티 자르댕 Le Petit Jardin
역사적 중심지에 위치한 녹음이 짙은 레스토랑. 생 
피에르 성당cathédrale Saint Pierre 바로 옆에 자리

하고 있다. 
 20 rue Jean-Jacques Rousseau   04 67 60 78 78  
 월, 일 휴무   petit-jardin.com

오미자 Omija
몽펠리에 도심에 위치한 한국 식당 겸 마트

 8 rue Boussairolles   04 67 92 70 18
 페이스북 페이지: Omija 오미자한인식당/마트 

코메디 광장 © Ville de Montpellier Hotel Montcalm © Ville de Montpellier-Montpellier

Illustration de Montpellier © Ch.Ruiz-Montpellier

© Hotel Oceaniale Metropole Montpellier

© CH.Ruiz-Montpellier

© OT Montpellier M.Hess

 숙박
오세니아 메트로폴 Oceania Métropole****
코트 다쥐르의 화려한 궁전들을 모티브로 1898년 
지어진 이 호텔은 황금 시대의 고급스러움을 간직
하고 있으며, 모던함과 이국적 느낌이 공존하고 있
다. 생 로크 역과 코메디 광장에서 2분 거리에 있
다. 객실 가격은 93유로부터.

 3 rue Clos René   + 33 (0)4 67 12 32 32
 montpellier-france.com/offre/fiche/oceania-le-

metropole-montpellier/HOTLAR034V514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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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과 지중해의 중간에 위치한 툴루즈는 프랑스 남
서부 지역의 요충지로 옥시타니 지역의 수도이다. 보르
도와 알비, 루르드, 카르카손을 아우르는 여정에서 빠
질 수 없는 <장밋빛 도시> 툴루즈는 라틴 특성을 지닌 
곳으로 관광객들을 매료시켜 왔다. 이 이름은 건물 벽
을 쌓을 때 이곳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점토로 만
든 벽돌이 장미빛을 띄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카피톨 광장의 아케이드 아래에는 툴루즈의 자랑거리
들이 호기심 가득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97년부터 
툴루즈와 툴루즈 인의 역사를 말해주는 29개의 그림이 
아케이드 갤러리의 천장을 장식하고 있다. 레스퓌크의 
비너스Vénus de Lespugue에서 현재의 항공학과 공간 조형까
지, 뤼그비 십자군Croisades au Rugby, 카를로스 가르델Carlos 

Gardel(아르헨티나 탱고의 왕으로 일컬어지며 1890년 툴
루즈에서 태어났다)에서 클로드 누가로Claude Nougaro(프
랑스의 유명한 가수로 1929년 태어났으며 그의 노래 
<Ô Toulouse>로 툴루즈의 영원한 명예대사가 되었다)까
지, 예술가 모레티가 표현한 이 그림들은 툴루즈의 역
사와 이곳의 영웅들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역사 유적

툴루즈의 방문객들은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거리와 건축 유산이 가득한 시내 곳곳을 
둘러볼 수 있다. 2000년의 예술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
는 카피톨Capitole 광장의 시청 건물의 화려한 접견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절로 자아낼 것이다. 툴루
즈의 상징적인 건물인 광장에는 점성학에서 나온 오크 
십자가Croix Occitane가 새겨져 있으며 관광객들은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바로 옆에서는 생 자크 드 콩포스텔라St. Jacques de 

Compostela 순례의 길을 11세기와 13세기 사이에 지어진 
생 세르냉St. Sernin 대성당에서 만날 수 있다. 유네스코 세
계 문화 유산에 등재된 이곳은 서유럽에서 가장 큰 규
모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로 평가 받는다.
툴루즈를 방문한 이들은 팔미에 데 자코뱅Palmier des 

Jacobins를 보고 다른 어느 곳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
운 분위기에 압도당할 것이다. 이 수도원은 자코뱅 피
아노 축제가 열리는 주요 장소이기도 하다. 툴루즈 전
통 식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툴루즈의 유명한 제비꽃 
Violette을 주목하자. 또한 툴루즈는 ‘파란 금’이라고도 불
리는 파스텔 식물을 통해 15세기와 16세기 번영을 누리
기도 했다. 파스틀리에Pasteliers는 아세자Assézat 저택과 마
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건축물로 툴루즈의 옛 구역에 위
치하며, 르네상스 스타일의 이탈리아 대저택과 잘 어울
리는 아름다운 안뜰을 구비하고 있다. 갸론 강 기슭과 
미디 운하Canal du Midi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
재된 장소로 유람선 투어를 하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
지는 풍경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역사가 숨쉬는 붉은 장밋빛 도시

Toulouse 툴루즈˙옥시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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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편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하루 8편 왕복

 대중교통
파리 오를리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40편
의 정기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1시간 소요) 툴루
즈-블라냑 공항에서부터 시내 중심부까지 이동하
려면 트램 T2 노선이나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리무진 (bus Tisséo, 버스 티쎄오)를 이용하면 되
며,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다.   toulouse.aeroport.fr/en
 

 관광안내소
개인별 맞춤 관광 코스 추천이나 상담이 가능하며, 
일반 브로셔와 시내 지도가 무료로 제공된다. 관광
청에서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
며, 투어 예매는 관광청 예약 사이트, 안내 데스크, 
유선으로 가능하다. 예매 가능한 프로그램은 투어 
패스, 가이드 투어, 유람선 티켓, 카레이싱 티켓, 세
그웨이, 자전거 대여, 우주박물관 티켓, 식당 예약 
및 정보, 공연, 콘서트 비행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

 Donjon du Capitole – Square Charles de Gaulle – 
31000 Toulouse   +33 540 131 531 (국제전화), 0892 
180 180 (프랑스 국내, 1분당 0.34€)  지하철 노선 A, 
카피톨(Capitole) 역   toulouse-tourisme.com (관광
청 SNS: Facebook @visiteztoulouse / Instagram, Twitter 
#visiteztoulouse #visitoulouse)   infos@toulouse-
tourisme.com 

 볼거리,  즐길거리
툴루즈 우주 박물관   cite-espace.com
에어버스 툴루즈 공장   manatour.fr/
항공 박물관 Aeroscopia  musee-aeroscopia.fr/en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광지3곳 
· 미디 운하 Canal du Midi
· 생 세르냉 대성당 Basilique St Sernin
· 오텔 디유 생 자크 Hôtel-Dieu St Jacques

시장
매일 식재료, 유기농 식품, 고서적,  골동품 등을 판
매하는  12개 이상의 시장이 열린다.

주목할 만한 미술관
· 툴루즈 자연사 박물관 
  Muséum d’Histoire Naturelle de Toulouse
· 레자바투아les Abattoirs 근현대 미술관  
· 레자귀스탱les Augustins 미술관

콘서트 관람
카피톨 극장에서 열리는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
스트라 콘서트, 발레 공연, 오페라를 관람할 수 있다. 

 onct.toulouse.fr   theatreducapitole.fr

럭비 경기
툴루쌍 경기장에서 럭비 경기를 관람하고 경기 후
의 활기찬 분위기를 즐겨보자.  stadetoulousain.fr

와인 여행
프롱통Fronton, 알비Albi, 루르드Lourdes, 카오
르Cahors , 카르카손Carcassonne , 로카마두르 
Rocamadour의 와인에 대해 알아보려면 Octobus 
south West 여행사(  paysdoc.com)나 City Tour 
Sud-Ouest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
자. (  citytour-toulouse.com/citytour-sud-ouest/#)

 레스토랑
툴루즈에는 9개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있다.
Michel Sarran★★   michel-sarran.com
Les Jardins de l’Opéra★   lesjardinsdelopera.com
O Saveurs★   o-saveurs.com
En Marge★  restaurantenmarge.com

En pleine nature★   en-pleine-nature.com
L’Amphitryon★   lamphitryon.com
L’Aparté★   restaurant-laparte.fr
Le Py-R★   py-r.com
La Table des Merville★   table-des-merville.com

카술레 아카데미
<르 캉투 Le Cantou/ 르 카로 Le Karo>의 필립 푸엘
(Philippe Puel)과 <에밀 Emile>의 크리스토프 파상
Christophe Fasan과 같은 툴루즈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 멤버로 속해 있는 요리 아카데미이다. 

 academie-du-cassoulet.com, 르 캉투(  cantou.fr), 
르 카로(  lekaro.fr), 에밀(  restaurant-emile.com)

* 툴루즈 시내에는 두 곳의 한국 레스토랑도 있다.
  Seoul Restaurant   42 Rue Pargaminières

  Boli Café   31 Rue Léon Gambetta

 숙박
럭셔리 호텔들이 다수 위치해 있는 툴루즈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 카피톨Capitole 광장 주변 호텔들
· 르 크론 플라자(Le Crowne Plaza*****)에서는 카피
톨 광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더불어 호텔에 
위치한 미식 레스토랑 또한 매우 유명하다. 

 crowne-plaza-toulouse.com
· 호텔 뒤 그랑 발콩 (L’Hôtel du Grand Balcon*****)
은 최근 현대적인 스타일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을 마쳤다. 역사 유적지로 지정된 유명한 스위트 
룸 n°32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Antoine de Saint-
Exupéry가 머물렀던 공간이다.  

 grandbalconhotel.com
· 르 그랑 오텔 드 로페라(Le Grand Hôtel de l’Opéra****)는 
오래된 수도원을 개조한 장소로 우아한 전통미와 
현대적인 편리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장소이
다.
  grand-hotel-opera.com

카술레 © D.Viet-CRTMP

 Capitole Violette deToulouse © Festival@JaneGifford2011

© Photo Cite de l espace Manuel Huy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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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 꼭 뭐 먹으러 가는 것일 필요는 없지만서
도, 먹을 것 없는 여행은 터져버린 샴페인 병처럼 
어딘지 공허하다. 게다가 목적지가 프랑스, 그 중
에서도 최고급 와인들이 산재한 부르고뉴와 알자
스, 그리고 보르도라면야.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
은 부디 손에 카메라 대신 포크나 와인잔을 들 지
어다. 축복받은 토양과 기후에서 나는 붉은 와인
과 삼페인, 프랑스와 독일과 그 외 유럽 문화 깊
숙이 뿌리가 닿은 다양한 음식들에 카메라부터 
들이댄다면 당신은 아주 용감한 사람이거나, 아
직 배가 덜 고픈 사람이거나, 10분 후 동료가 싹 
비워버린 접시를 보며 땅을 칠 아둔한 사람일 테
니.Restaurant-LALIQUE-Chateau-Lafaurie-Peyraguey ⓒ AgiSimoes-RetoGuntli

맛과 향으로 쓰는 
여행 일기

Pilgrimage
of Taste

French Wine Route  
프랑스 와인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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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

Bordeaux
보르도 1

•전 세계 와인의 중심지
•유서 깊은 건축 유적과 세련된 도심
•크루즈 여행과 와이너리 투어
•트렌디한 프렌치 라이프스타일

page 114

1

En Route
여행 루트

ⓒ Nicolas Duffaure

누벨 아키텐 Nouvelle Aquitaine
부르고뉴 Bourgogne
알자스 Als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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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보르도

파리                      디종                      본

파리                      스트라스부르

디종

스트라스부르

2h4m

25m

1h47m

1h40m

MAP 

Strasbourg
스트라스부르 3

•정교하고 날카롭게 솟은 고딕 성당 
•유럽 연합의 정치 수도 

•맥주와 와인 사이 
•크리스마스 마켓

Dijon
디종 2

•세계 최고의 부르고뉴 와인 시음 
•프랑스 최고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디종 공작들의 유서깊은 성 
•중세와 르네상스 식 타운하우스

page 118

page 117

2

3

Bordeaux

ⓒ kimeu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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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남서부의 중심도시인 보르도는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여행지이다. 프랑스식 삶의 예술을 상징하는 보
르도의 명성 높은 와이너리들은 물론, 역동적인 강변 라이프, 풍부한 미식과 문화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올해에는 보르도로 떠나보자! 

보르도, 짜릿함을 맛보다

 항공편
보르도-메리냑 국제공항 Bordeaux-Mérignac
90개 취항 노선. 가격, 예약 및 자세한 정보는

 bordeaux.aeroport.fr

 기차역
생 장 기차역 Gare St Jean
초고속 열차 TGV로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벨기에 브
뤼셀에서 보르도까지 2시간 소요된다. 
· 시내 중심부까지 트램으로 10분 소요 (트램 노선 C)
· 파리까지 왕복 TGV 하루 30편 
· 기차 정보, 가격, 예약 정보 www.oui.sncf

공항/ 생 장 기차역 셔틀
  연중무휴, 공항/생 장 역 직행(30분 소요)   

30direct.com   8€

 대중교통(TBM)
· 트램 3개 노선, 버스 65개 노선- 하루부터 일주일까지 사
용할 수 있는 티켓 편도 1.70€ 부터.   infotbm.com

· V3, 자전거 셀프 대여 
· Bat3, 수상 셔틀

· Bluecub, 자동차 셀프 대여

 

 관광안내소
보르도 관광안내사무소 
Office de Tourisme de Bordeaux

  12 cours du XXX juillet 33000 Bordeaux
 Quinconces - ligne B & C (de la gare)
 + 33(0)5 56 00 66 00  Fax: +33 (0)5 56 00 66 01
 www.bordeaux-tourism.co.uk

 패스
보르도 메트로폴 시티패스 
Bordeaux Metropole Citypass
보르도 주요 관광지, 유적지들을 모두 포함한 투어 
패스! 보르도를 여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보
르도 메트로폴 시티패스는 24시간, 48시간, 72시
간 단위로 구매 가능하다.

 www.bordeauxcitypass.com
 24h: 29€ , 48h: 39€, 72h: 46€

⃝ 포함 내용

· 와인 박물관 La Cité du Vin 오후 12시 이전 입장

· 트램, 버스, 수상 셔틀 무제한 이용

· 20개의 박물관 및 유적지

· 도시 관광

· 유람선 및 와이너리 투어 할인

⃝ 구입처: 보르도 관광 안내 사무소 

 볼거리,  즐길거리
부르스 광장 Place de la Bourse과  
물의 거울 Miroir d’eau
보르도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 ! 18세기 지어진 팔
레 드 부르스Palais de la Bourse가 물의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이 장관이다. 

 트램 C – Place de la Bourse 역 

보르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인정한 놀라운 18세기 유산들을 보유
한 보르도는 야외에 전시된 한 장의 엽서를 보는 
듯 하다. 보르도를 더 깊이 알아보려면 관광안내사
무소에서 매일 진행하는 가이드 투어를 이용해 보

Coup de cœur 프랑스 관광청 추천 장소

Bordeaux

부르스 광장 © Nicolas Duffaure

Darwin

보르도˙누벨 아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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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Pierre Planchenault 

와이너리 방문 © Vincent Bengold

보르도 해양 박물관 © Michel Dubau

자(불어 또는 영어로 진행. 12월 25일, 1월 1일 제
외).  

 www.bordeaux-tourism.co.uk
  12월 25일, 1월 1일 제외

자르댕 퓌블릭 Jardin Public 
100 년도 더 된 나무들과 오래된 회전목마, 로맨
틱한 다리, 연못 등... 도심 근처에서 평온하게 거닐 
수 있는 최고의 정원.  보르도 자연사 박물관도 이 
곳에 자리해 있다. 

  트램 C – Jardin Public 역 

보르도의 새로운 박물관
보르도 해양 박물관Musée Mer Marine은 역사, 과
학, 문화를 중심으로 바다와 관련된 작품들을 전
시한다. 2019년 4월 현재 임시 전시관에서 «바다 
아래» 사진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설 전시는 
2019년 여름부터 열릴 예정이다. 

  트램 B – Achard 역
 mmmbordeaux.com/

특별한 관광을 원한다면
달윈Darwin 은 옛 군대 막사로 오래된 창고 건물
에 꽃이 가득한 도시농장,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 스케이트 파크, 유기농 
식료품점, 레스토랑 르 마가장 제네랄Le Magasin 
général 이 들어서 있다. 내부에 들어서면 <재활용
>의 매력을 한껏 살린 인테리어를 즐길 수 있다.

샤토 레 카르므 오-브리옹 
Château Les Carmes Haut-Brion
건축가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가 설계한 특별
한 건축 걸작! 방문 예약 및 와인 시음은

 les-carmes-haut-brion.com

 레스토랑
보르도는 최근 몇 년간 떠오르는 미식 도시로 급부
상하였다. 고든 램지 (Pressoir d’Argent, 미쉐린 
2스타), 피에르 가니에르(La Grande Maison, 미
쉐린 2스타)와 같은 세계적인 셰프들은 새롭게 보
르도에 레스토랑을 오픈 했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
랑뿐 아니라 프랑스 남서부의 맛을 새롭게 재해석
한 젊은 셰프들의 레스토랑, 와인 바, 로컬 식재료
들을 접할 수 있는 대형 시장들을 거리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 브라스리 보르들래즈La Brasserie Bordelaise: 프랑
스 남서부의 맛을 제대로 구현한다! 

 www.brasserie-bordelaise.fr/
· 크로마뇽Cromagnon: 시그니쳐 메뉴는 히말라야 
소금 돌판 위에 구운 소고기 요리다.  

 lecromagnon.fr/ 
· 나마Nama: 프랑스 요리와 아시아 요리를 결합한 
퓨전식 요리를 선보인다.

 www.namawinerestaurant.com/
새소식: 라 보카La Boca 가 2018년 말 새롭게 문을 
열었다. 푸드코트 형식으로 15곳의 레스토랑이 입
점해있다. 각 매장에서 음식을 구매해 한자리에 함
께 모여 앉아 즐길 수 있다. 

 labocafoodcourt.eu/

 숙박
포도밭 한가운데 럭셔리 건물이 새롭게 들어섰다. 
샤토 라포리 페이라게이château Lafaurie-Peyraguey
는 5성급 호텔로 라리크 Lalique가 전체 디자인을 
담당한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다. 보
르도 도심에 위치한 마마 셸터 Mama Shelter 는 편
안함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객실과 레스토
랑, 루프탑을 갖추고 있다. 개인 저택을 호텔로 변
모시킨 콘티 호텔 Hôtel Konti은 예술적 감각의 데
코레이션을 선보인다. 최근 오픈한 르 팔레 갈리앙 
Le Palais Gallien 은 22개의 객실과 럭셔리 스위트 
룸으로 보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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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토 라포리 페이라게이 호텔 내의 라리크 레스토랑 ©AgiSimoes-RetoGuntli

보르도,  와인의  시작

메독Médoc, 생테밀리옹Saint-Emilion, 그라브Graves, 소테른
Sauternes 등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와이너리를 방문해볼 
수 있는 투어의 시작은 보르도 관광안내사무소에서 이
루어진다. 선택의 폭이 넓고 테마도 다양하다. 와인
과 문화유산, 와인과 식도락, 자전거 타고 둘러보는 와
이너리, 와인 크루즈 등 기간과 이동수단에 따라 42유
로부터 299유로까지 가격대 안에서 원하는 투어를 정
할 수 있다. 반나절 혹은 하루짜리 와인투어에는 교
통, 가이드, 와인시음이 포함돼있다. 몇몇 투어는 샤
토château에서 먹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www.
bordeauxwinetrip.com 혹은 visiter-bordeaux.com에서 예약 가
능하다. 

2019 보르도 강 축제 Bordeaux Fête le Fleuve 

2019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보르도의 강변은 축제 
분위기로 뜨거워질 예정이다. 무료 콘서트, 테마 전시, 
대형 선박, 수상 액티비티, 화이트 와인 시음, 강변에서 
펼쳐지는 야간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www.bordeaux-fete-le-fleuve.com/

보르도 와인 박물관 LA CITE DU VIN

보르도 와인관광의 등대라 불리는 보르도 와인 박물관. 
웅장한 건축물로도 그 특별함을 자랑하지만, 다양하고 
풍부한 와인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유니크한 장소이다. 
3000㎡ 크기의 상설 전시 공간은 방문객들을 체험의 현
장으로 초대한다. 관람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그 끝

인 8층에 이르면 도시와 강을 360°로 감상할 수 있는 벨
베데르Belvédère에서 와인을 시음할 수 있다.

와인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해선 시음 
클래스, 공연, 콘서트, 영상 상영, 모임, 토론 등이 1년 
내내 준비돼있다. 편의시설로는 레스토랑 세 곳과, 250 
㎡ 면적의 컨셉 스토어, 14 000병 이상의 와인을 저장
하고 있는 와인 창고, 책방, 그리고 리셉션 공간이 있다.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놀랍도다! 예
술과 디자인이 잔을 만났을 때 Renversant ! Quand art et design 

s’emparent du verre» 전(展)은 필립 스탁, 장 미셸 오토니엘, 
베스 리프만과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집
중 조명한다. 

 www.laciteduvin.com/en

보르도 와인 박물관  © Nicolas Duffa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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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역, 항공편 등
TGV 
파리(1시 45분), 로잔(2시간 10분), 취리히(4시간 
20분).
고속도로
리옹(190km), 제네바(200km), 파리 (300km), 스
트라스부르(320km), 룩셈부르크(320km), 브뤼셀
(530km), 밀라노(600km)
유럽 및 프랑스 주요도시 간 직항 항공편 
런던, 보르도, 툴루즈, 낭트 등
 

 관광안내소
 11 rue des Forges - 15 cour de la gare - Puits de 

Moïse - 21000 DIJON 
 0892 700 558 (0.34€/분)   03-80-30-90-02 
 info@otdijon.com   visitdijon.com

 볼거리,  즐길거리
팔레 데 뒥
Le palais de ducs et des États de Bourgogne 
풀이하면 ‘부르고뉴 대공 궁’ 정도 되는 이 긴 이름
의 네오클래식 스타일 건물은 플라스 드 라 리베
라시옹을 굽어보고 웅장하게 서 있다. 궁전의 서쪽 
윙은 시청으로, 동쪽 윙은 보자르 미술관Musée des 
Beaux-Arts으로 쓰이고 있다. 서쪽 윙의 아치 내부
에 있는 웅장한 대리석 계단인 에스칼리에 가브리
엘Escalier Gabriel도 눈여겨 볼 것. 과거 프랑스에서 
최고로 힘 세고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였던 부르고
뉴의 영광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궁 북쪽에 
흩어져 있는 고풍스런 타운하우스들(Maison des 
Cariatides, Hôtel Aubriot, Maison Maillard 등)
도 유서 깊은 도시 디종의 분위기를 더해준다.

보자르 미술관 Musée des Beaux-Arts
이탈리아와 스위스 및 라인란트 부근에서 발굴된 
13~14세기 예술품 콜렉션과 화려한 공작들의 방 
등이 볼만한 미술관 

 03-80-74-52-09   Wed~Mon 09:30~18:00 
 free

프랑스의 보물을 품은 오감 만족의 도시

Dijon  
& la Côte de Nuits

주목할 만한 유산

디종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 유산과 요리 유산이 절묘하게 어
우러져 탄생한 매혹적인 도시다. 마치 중세로 돌아간 듯한 거리에는 
화려한 장식의 호텔들과 반 목조 가옥이 늘어서 있고 그 중심에 도시
의 심장과도 같은 광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노트르담 교회, 성 베니뉴 
성당 등 마을 내 관광명소를 찾아 다니는 재미도 쏠쏠하다. 

미식

격조 높은 요리와 다채로운 먹을거리로 잘 알려진 디종에서는 미쉐
린 가이드에 실린 유명한 레스토랑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에 가면 
지방 특색이 묻어 나는 식재료들을 구경할 수 있으며, 리베라시옹 광
장place de la Libération에서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미식가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는 맛의 거리, 그랑 크뤼Grands Crus 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고그리 치즈 제조소la Fromagerie Gaugry, 와인 박물관 이마지나리움
L'Imaginarium 미식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의 관광 명소
다.

와인 관광

부르고뉴의 중심부에 위치한 디종은 단연 프랑스 제일의 포도밭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과도 같은 장소다. 더불어 코트 드 뉘Côte de Nuits의 
명성도 도시의 자랑이다. 코트 드 뉘의 골든 게이트라고 불리는 마르
사네 라 코트Marsannay-la-Côte부터 제브레 샹베르땅Gevrey-Chambertin을 지
나 뉘 생 조르쥬Nuits-Saint-Georges까지 이어지는 포도밭에서는 세계인들
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로마네 콩티Romanée-Conti, 코르통-샤를 마
뉴Corton-Charlemagne 등의 와인이 생산된다.  부르고뉴의 샹젤리제라고 
불리는 그랑 크뤼 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꿈 같은 포도밭 절경이 펼쳐
진다(  vignobles-dijon-cote-de-nuits.com). 끌로 드 부조 성Château du Clos de Vougeot

도 빼놓을 수 없는 방문 포인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르고뉴 와이너리의 진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팔레 데 뒥

디종, 코트 드 뉘˙부르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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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의 도시’란 이름 그대로 스트라스부르는 유럽 각국을 
연결하는 여러 길의 교차점에 있는 도시다. 그래서인지 
언젠가 통합을 꿈꾸는 유럽 연합의 정치적 수도도 이곳
에 세워졌다. 강 위의 커다란 섬, 그랑 일Grande Île에 떠 
있는 오래된 도시 건너편에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거대
한 유럽 의회 건물Le Parlement Européen이 세워지자, 그렇잖
아도 오고 가는 사람들로 붐비던 도시는 더 활기차고 
더 문화적인 곳이 되었다.

스트라스부르의 관문인 기차역 앞 광장에 서면 이러한 
스트라스부르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 보인
다. 입이 딱 벌어지게도, 우주선이 내려앉은 듯한 느낌
을 주는 길이 120m, 높이 23m의 거대한 유리 파사드가 
1883년에 지어진 역 건물 앞면을 통째로 덮고 있다. 오
래된 건물을 나서자마자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이 초

와인과 맥주, 프랑스와 독일이 뒤섞인 유럽의 배꼽

현실적인 풍경은 그 어떤 인사나 장황한 도시 설명보다 
인상적이다. “우리 도시는 평범한 곳 아닙니다.” 대략 
이런 내용의 인사를 눈이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랄까.

이 같은 ‘크로스오버’의 흔적을 찾는 게 스트라스부르
의 독특한 재미다. 독일과 프랑스의 통치를 번갈아 받
아왔던 곳이니만큼 거리 이름은 죄다 독일어 같고, 도
심 어디서나 보이는 성당La Cathédrale은 독일의 웅장한 쾰
른 성당을 연상케 한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회전 
초밥집과 놀랍게도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여주는 
아이리시 펍, 프랑스의 다른 어느 곳보다 다양한 맥주 
메뉴와 그 못지 않은 알자스의 와인까지, 둘러보는 곳
마다 이 나라와 저 나라를 넘나드는 골목 풍경을 가진 
스트라스부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럽의 수도가 될 운
명이었나 보다.

Strasbourg ⓒ kimeunju

Strasbourg 스트라스부르˙알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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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역
스트라스부르 기차역Gare Centrale은 그랑 일에서 
서쪽으로 400m쯤 떨어져 있다. 역 앞 광장에서 
메르 쿠스 가rue du Maire Kuss를 따라 다리를 건너 
섬 안으로 들어서면 트램(B, C) 승강장이 나온다. 
Strasbourg > Paris(TGV, 2h 20m), Lille(TGV 3h 34m), 
Lyon (TGV 4h 40m)  

 대중교통
다섯 개 노선의 트램(A~E)이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한다. 플라스 클레베르Place Kleber 북쪽의 플
라스 드 롬 드 페르Place de l'Homme-de-Fer가 가장 
큰 허브로, A~D까지 네 개의 라인이 교차한다. 싱
글 티켓 가격은 1.4€, 1일 패스는 4€다. 스트라스부
르는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도
시다. 시에서 운영하는 벨로케이션Vélocation(  
velocation.net)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동반 트
램 탑승도 전혀 문제 없다.
 

 관광안내소
스트라스부르의 랜드마크인 노트르담 성당 앞 광
장변에 있다. 여타 도시들의 관광청과 다르게 상
세 지도는 유료다(1€). 대중 교통 및 간단한 소개를 
담은 브로셔는 무료. 성당 천문시계 관람 및 보트, 
일일 자전거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여러 할
인 헤택이 제공되는 스트라스부르 패스Strasbourg 
Pass는 21.50€. 

 17 place de la Cathédrale   03-88-52-28-28 
 otstrasbourg.fr   Langstross Grand’ Rue

  09:00~19:00

 볼거리,  즐길거리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Cathedrale Notre 
Dame de Strasbourg 
이 거대한 고딕 양식의 분홍빛 성당을 이곳 사람들
은 ‘그(La) 성당’이라 부른다. 따로 명칭을 붙일 필
요도 없는 랜드마크이자 상징이란 뜻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142m 높이 첨탑은 시내 어디서나 보이
며, 화려한 내부 장식과 거대한 천문 시계는 보는 
이를 압도한다. 입장료는 없고, 시가지를 스펙터클
하게 조망할 수 있는 66m 높이 플랫폼을 오르는 
계단은 유료다. 

 Langstross Grand’ Rue   07:00~19:00 

쁘띠 프랑스 Petite France
옛날에는 어부와 목수 등이 모여 살던 조그마한 마
을로 그랑 일 남서쪽 끝에 있다. 그랑 일을 둘러싸
고 흐르던 강이 이곳에서 서너 갈래로 나뉘었다가, 
보방 댐Le Barrage Vauban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진
다. 쁘띠 프랑스는 이름처럼 ‘작은 프랑스’이기보
단 작은 네덜란드 같다. 좁은 운하와 껑충한 오래
된 집들,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 파스텔 톤 벽들이 
예쁘다. 스트라스부르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보방 
댐 위 테라스도 포토제닉한 장소. 

노트르담 미술관 
Musée de l'œuvre Notre Dame
14~16세기에 지어진 웅장한 건물 안에 로마네스
크와 고딕 및 르네상스 양식의 조각과 예술품들이 
전시돼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스테인드글
라스도 있다. 

 3 place du Château   03-88-32-88-17 
 Langstross Grand’ Rue 
 Tue~Sun 12:00~18:00   4

 레스토랑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 본래의 미식 취향에 독일 
등 이웃 나라의 식문화까지 접목된 퓨전 미식 도
시다. 스타일리시한 회전 초밥부터 슈크루트(절
인 양배추와 소시지를 곁들인 독일식 사워크라우
트), 알자스 식 음식과 술을 파는 선술집인 윈스텁
Winstub까지, 선택의 폭은 넓고 혀가 느끼는 황홀
경은 매우 깊다.

오 크로코딜 Au Crocodile
스트라스부르의 대표적인 미식 레스토랑. ‘악어’
를 파는 곳은 아니고, 큰 입을 가진 이집트 유물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셰프인 필립 보러Philippe 
Bohrer가 푸아그라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창의적
인 메뉴를 선보인다.

 10 rue de l’Outre   03-88-32-13-02 
 au-crocodile.com   Broglie  
 Tue~Sat Lunch&Dinner   런치 메뉴 60~90

맥주 투어
알자스 지방은 프랑스에서 홉이 자라는 유일한 곳
이다. 거기에 독일 문화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까지 
더해져 스트라스부르는 맥주의 도시이기도 하다. 
도시 근처 맥주 양조장 투어도 있다.

크로넨버그 Kronenbourg
 68 route d’Oberhausbergen   03-88-27-41-59 

 Mon~Fri(10~4월), Mon~Sat(5~9, 12월)

 숙박
프랑스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휴가철이나 축제 기
간에 방 잡기가 힘들지만, 스트라스부르에선 여기
에 더해 유럽 의회 정기 회기 기간(한 달에 1주 정
도)동안 빈 방을 찾기가 정말 힘들다. 유럽 의회 홈
페이지(  europarl.eu.int)의 ‘Activities’ 섹션 내 캘
린더에서 회기 일정을 참고할 것. 온라인 및 오프
라인 관광안내소에서도 예약을 할 수 있다.

ⓒ kimeunju ⓒ kimeu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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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스쿨  프랑스어와 
간단한  프랑스어  한  마디!

Bonjour
[봉쥬흐]

안녕하세요

Merci beaucoup
[멕씨 보꾸]

감사합니다

S′il vous plaît
[씰 부 쁠레]

부탁합니다



프랑스어가  필요할  때 
시원스쿨  프랑스어 

프랑스어 전 강좌 24시간 무료수강권

rnx437egDb3

http://france.siwonschool.com ※  쿠폰 유효기간 : 2020.06.30
- 쿠폰은 한 ID당 한 번만 발급됩니다.

쿠폰번호

1 시원스쿨 프랑스어 홈페이지 가입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내 쿠폰입력

3 쿠폰 등록/사용 후 ‘내강의실’에서 수강

사용 방법

여행 프랑스어 단과 50% 할인권

DHBixRkAgQg

http://france.siwonschool.com ※  쿠폰 유효기간 : 2020.06.30
- 쿠폰은 한 ID당 한 번만 발급됩니다.

쿠폰번호

1 시원스쿨 프랑스어 홈페이지 가입 

2 로그인 후, 수강신청 > 단과 > 여행 프랑스어 선택 

3 결제페이지에서 쿠폰 적용 가능

사용 방법

프랑스어 왕초보탈출 1탄 5일 무료 수강권

vB2RrGFjA54

http://france.siwonschool.com ※  쿠폰 유효기간 : 2020.06.30
- 쿠폰은 한 ID당 한 번만 발급됩니다.

쿠폰번호

1 시원스쿨 프랑스어 홈페이지 가입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내 쿠폰입력

3 쿠폰 등록/사용 후 ‘내강의실’에서 수강

사용 방법



mcarthurglen.com
10% 추가 할인 쿠폰*

facebook.com/mgkorea
* 해당 페이지를 아웃렛 내 게스트 서비스에 제시하시고 추가 10% 할인 쿠폰으로 교환하세요.
10% 추가 할인쿠폰은 일부 브랜드 및 할인 상품에 대해 추가 할인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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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방스 디자이너 아웃렛은 2017년 4월에 오픈한 프랑스 남부 최초 아웃렛이자 맥아더글렌의 23번째 아웃렛이다. 프랑
스 최고의 휴양도시이며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르세유Marseilles와 엑상 프로방스Aix-en-Provence 지역 사이에 위치해있다. 프
랑스 로컬 브랜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를 포함하여 120개 이상의 유명 패션 브랜드와 프랑스 남부 최고의 식음료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도 입점해 있다. 

또한, 지난 해에 프랑스 유명 백화점인 프랭땅Printemps의 단독 매장이 오픈하여,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해외 쇼핑객들의 사
랑을 받는 지방시, 발렌시아가, 겐조, 이자벨 마랑, 발렌티노, 클로에 등 프랑스 유명 브랜드 제품을 35% 이상 할인된 가격
으로 제공하고 있다. 

프로방스 아웃렛에서는 레스토랑을 포함한 여러 매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총 금액이 최소 175.01유로(€) 이상되면 세금환
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유럽 국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또한, 센터 내에 텍스 리펀 
업체인 글로벌블루Global Blue와 프리미어Premier 데스크가 있어 공항에서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프로방스 디자이너 아웃렛
Provence Designer Outlet

▪영업시간  10:00 ~ 20:45 (월요일~토요일) / 휴일(일요일, 공휴일)
▪주소  Mas de la Peronne, 13140 Miramas, France
▪전화번호  +33 4 88 93 40 00



GALERIES LAFAYETTE PARIS HAUSSMANN

GALERIES LAFAYETTE PARIS HAUSSMANN: 40, BOULEVARD HAUSSMANN, 75009 PARIS  METRO: CHAUSSÉE D’ANTIN - LA FAYETTE

Open every day from 9.30 am to 8.30 pm and on Sunday from 11 am to 8 pm. Ouvert tous les jours de 9h30 à 20h30 et le dimanche de 11h à 20h.  
Tel: +33 (0)1 42 82 36 40 - haussmann.galerieslafayette.com/en 

*La Destination Mode 

최고의 패션 쇼핑 명소*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우아한 파리 패션의 상징인 갤러리 라파예트 파리 오스만은 70,000m²의 대규모 공간에서 3,500개 이상의 주요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샤넬, 디올, 까르티에, 루이 비통, 메시카, 드비어스, 지방시, 생로랑, 키엘, 반클리프 아펠, 펜디, 롤렉스, 
겐조, 롱샴, 겔랑, 돌체 앤 가바나, 아르마니, 란셀, 발렌시아가 등 가장 개성 있는 브랜드부터 럭셔리한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페라 중심부에 위치한 갤러리 라파예트 
파리 오스만에서 열리는 마카롱 베이킹 
수업에서 달콤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눠보세요. 백화점 안에 감춰진 독특한 
아틀리에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파티셰 
수 업을 들 어보 세 요 .   작은 그룹으 로 
진 행 되 는  유 익 하 고  즐 거 운  베 이 킹 
수업에서 셰프 파티셰로부터 섬세하고 
까다로운 마카롱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마 카 롱 코 크 와 가 나 슈 
만들기와 가나슈 채우기 등 완벽한 마카롱 
만들기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패션의 수도 파리를 여행하면서 직접 
패 션쇼 에  참 석 하 는  것보 다  더  멋 진 
경험이 있을까 요?  갤 러리 라파 예 트 
파리 오스만이 여러분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패션 분야 리더들이 
선보이는 시즌 필수 트렌드를 확인하는 
있는 꿈같은 경험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파리 백화점의 특별한 공간에서 열리는 
패션쇼에서 세련된 프렌치 패션의 비밀을 
미리 알아보세요. 30분 동안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한 패션쇼를 관람해 보세요.

셰프 파티셰처럼 
마카롱 만드는 법을 

배워보세요!
패션쇼

유럽연합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고객들은 
EUR 175.01 이상 구입 시 제품 구입 당일 
갤러리 라파예트 오스만의 면세 코너에서 
구입 영수증과 여권 원본을 함께 제시한 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백화점 내에 마련된 면세 환급 자동 신청기를 
통해 갤러리 라파 예트 파리 오 스만 에서 
구입한 제품에 포함된 부가세(12%)를 
현금으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서비스 

2019년 패션쇼, 마카롱 수업  10% 할인 프로모션 코드 : GLAT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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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본관 꾸뽈 1층에 있는 컨시어지 코너를 방문하세요.
RENDEZ-VOUS À L’ESPACE « LE CONCIERGE », MAGASIN PRINCIPAL, COUPOLE, 1ER ÉTAGE  

40 BOULEVARD HAUSSMANN 75009 PARIS

44 GL 552 116 329 RCS PARIS - PHOTO RETOUCHÉE

*패션 데스티네이션 
(1) 2020년 03월 31일까지 1층 컨시어지 코너에 상기 바우처와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레스토랑, 서비스 요금, 고메 및 루이 비통 매장 제외) 1인당 쿠폰 1장 
기준 선물 1개가 제공됩니다. 현행 세일이나 다른 혜택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재고 수량 내에서 제공됩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유럽연합
(EU)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관광객은 동일한 매장에서 당일 175€를 초과하여 구매 시 물품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부과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외).  
백화점에서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1) Un Cadeau offert à partir de 500€ d’achats, valable jusqu’au 31 mars 2020, sur présentation de ce voucher et de vos justificatifs d’achats au Concierge.  
Voir conditions en Magasin. Dans la limite des stocks disponibles. Un cadeau par voucher et par personne. Non cumulable avec toutes offres ou avantages en cours. 
Photos non contractuelles. (2) Résident hors de l’Union Européenne, remboursement de la taxe de 12% (hors frais de commission) pour achats supérieurs à 175€, 
effectués dans le même magasin en une seule journée. Voir conditions en Magasin. 

*

HAUSSMANN.GALERIESLAFAYETTE.COM/EN

685 539 갤러리 라파예트 파리 오스만점은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 드리며
당일 500€ 이상 구매 시
다음 선물(1)을 드립니다.

152x225_[Parisienne]_AtoutFranceCoree.indd   1 15/03/2019   17:31



최고의 센느강 유람선

N°1

유람선에서 파리와 잊지 못할  
둘 만의 대화를 나눠 보세요

본 쿠폰과 함께 ‘에투알 디너쇼’를 
예약하시고 ‘샹젤리제 디너’로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으세요 !

샹젤리제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카바레 중 하나인 
리도의 멋진 버라이어티 쇼를 만나보는 놓칠 

수 없는 독특한 기회입니다!

추가 혜택 : 
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본 쿠폰과 함께 예약 시 
대기시간 없이 공연장에 입장 가능합니다.

예매 가능 기간 : 2019년 4월 15일~8월 31일
공연 관람 기간 : 2019년 6월 15일~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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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7구 에펠탑 근처 포르트 드 라 부르도네 
(Port de la Bourdonnais) 위치

www.bateauxparisiens.com

본 쿠폰(71129)을 파리 리도 공연장 티켓구매처에 제시하시면 
쿠폰 앞면에 명시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 제외)

특별 혜택은 2019년 7월 14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