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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심장부, 오베르뉴 론 알프 주
프랑스 남동부의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유럽의 교차로에 위치해 지리상으로 이점을 누리고 있다. 스위
스,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댄 지역으로서, 두 곳의 국제공항과 포괄적인 철도 및 자동차 도로망 덕분에 유
럽에서도 인기 있는 관광지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다.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프랑스 중남부 고원 산악지대 마시프 상트랄(Massif Central)과 서부 오베르뉴 지
방의 화산지대에 걸쳐 있다. 중심부에는 론 계곡(La vallée du Rhône)이, 동쪽으로는 알프스 산맥과 몽블랑
이 솟아 있으며 주도(중심도시)는 리옹이다.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세계 최대의 스키 구역으로 프랑스의
스키 리조트 대부분이 이곳에 위치해 있으며, 오베르뉴의 화산과 아르데슈 협곡(Gorges de l’Ardèche) 등
천연 자원도 다양하다. 화산과 산맥, 와이너리, 계곡에서부터 라벤더 동산과 올리브 과수원에 이르기까지,
오베르뉴 론 알프 주에는 다양한 자연 풍경이 공존한다. 바누아즈(Vanoise)와 에크랑(Ecrins) 국립공원뿐
아니라 8개 지역 자연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는 80개의 화산이 늘어서 형성된 산맥 셴 데 퓌(Chaîne des
Puys)로 유명한 오베르뉴 화산 자연공원(Parc des Volcans d’Auvergne)도 있다.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온
통 얼음과 물 투성이다. 눈, 빙하, 강을 비롯해 레만 호(Lac Léman, 스위스에서는 제네바 호라고 불림), 부
르제 호(Lac du Bourget), 안시 호(Lac d’Annecy) 등 프랑스에서 크기로 손꼽히는 호수가 셋이나 있기 때문
이다. 이렇듯 오베르뉴 론 알프 주에서는 풍부하고도 다양한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하이킹, 마운틴 바이
크, 패러글라이딩, 카누, 골프 등 여러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동계올림픽을 세 번 개최한 전력이 있다. 바로 샤모니(Chamonix, 1924년), 그르
노블(Grenoble, 1968년), 알베르빌(Albertville, 1992년)에서다. 또한 리옹 빛 축제(Fête des Lumières), 클레르
몽 페랑(Clermont-Ferrand)의 단편영화제, 안시(Annecy)의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생 테티엔(Saint-Etienne)
의 디자인 비엔날레, 비엔느(Vienne)의 재즈 페스티벌 등 일년 내내 다양한 예술을 기념하는 문화적 다이
나믹함도 돋보인다.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리옹은 세계 미식(美食)의 수도
이기도 하다. 오베르뉴 론 알프에는 미슐랭 3스타에 빛나는 셰프가 8명이나 있으며, 그 중에는 여성 최초
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스타 셰프, 발랑스(Valence)의 안느 소피 피크(Anne-Sophie Pic)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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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접근성
항공


리옹 생 텍쥐페리 국제공항 www.lyon.aeroport.fr

프랑스에서 4번째로 큰 공항이자 복합운송 허브로 115개 직항 노선과 연결된다. 국제 항공 교통의 63%
가 이곳을 통과하는 만큼 유럽의 주요 통과 지점이다.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으로 연결되며, 신
설된 리옹-두바이 장거리 노선도 이곳에서 출발한다.
리옹 고속열차역의 1번과 2번 터미널 사이에 위치해 있는 신설 방문객 센터에서 멀티미디어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제네바 국제공항 www.gva.ch

방문객 센터에서 프랑스를 찾는 여행객들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파리-리옹 또는 파리-제네바 노선: 45분 소요, 매일 수회 출항
항공사: 에어프랑스, KLM, LH, 스위스항공, 영국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티아드항공, 터키항공, 에어캐나다,
트랜스아비아, 아에로플로트, 이지젯 등



클레르몽 페랑 공항 www.clermont-aeroport.com

유럽 여러 지역과 연결되는 노선 제공(프랑스 파리, 리옹, 암스테르담, 니스, 영국 사우스햄튼, 벨기에 브
뤼셀 등)
겨울 스키 시즌에 접근성이 좋은 공항:


샹베리 사부아 공항



그르노블 이제르 공항

기차
인터내셔널 교통 서비스(주요 노선):


런던-리옹 유로스타 직항 노선 주 4회 운행



브뤼셀 경유 노선: 탈리스(벨기에와 프랑스 남부를 잇는 여름 노선과 프랑스 겨울 휴양지를 잇는

겨울 노선 포함)와 브뤼셀-리옹 고속열차 노선


런던 경유 노선: 런던-리옹 유로스타 고속열차 및 유로스타 겨울 노선



바르셀로나 경유 노선: 바르셀로나-리옹 노선



토리노 및 밀란 경유 노선: 리옹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TGV: 파리-리옹(2시간 소요, 일일 30회 운행), 파리-제네바(3시간 40분 소요)

유로스타: 런던-리옹(4시간 40분 소요, 주 4회 운행)
파리에서 스키 리조트까지 가는 TGV: 겨울 시즌 동안 파리에서 무티에(Moûtiers), 부르 생 모리스(Bour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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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Maurice), 생 제르베 레 뱅(Saint-Gervais-les-Bains), 살랑슈(Sallanches)까지 운행
인터내셔널 루트: www.voyages-sncf.com
국립 교통 서비스(National Transportation Service): 대부분 오베르뉴 론 알프와 기타 지역에서 대부분 고
속열차로 연결
지방 교통 서비스(Regional Transportation Service): 지방 고속열차가 각 지역에서 운행되어 지방의 산악
리조트와 도시 간 정기 운행
지역고속기차: www.ter-sncf.com
자동차
오베르뉴 론 알프는 프랑스에서 가장 도로교통이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고속도로만 1,300km에 달한다.
www.via-miche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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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오베르뉴 론 알프의
주요 관광 수치


예상 관광객 수: 1억 7,800만 명



숙박업체 수용 가능 인원 수: 1백만 명



비상업 거주인(별장 등): 210만 명



전국 관광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11%



프랑스 내 국내 관광객 체류비중: 11% (옥시타니와 누벨 아키텐 주에 이어 3위, 출처: TNS Sofres)



프랑스 내 외국인 관광객 체류비중: 11.6% (일 드 프랑스와 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에 이어 3
위, 출처: EVE 외국인 관광객 설문)



국내외 관광객 소비: 197억 유로 (GDP 8%, 일 드 프랑스에 이어 2위)



관광 투자금: 15억 유로



1인 하루 평균 소비: 51.8유로 (프랑스 평균은 62.01유로, 출처: TNS Sofres)



관광 고용인원: 148,155명 (출처: ACCOSS 2015)



스키: 활강 스키 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장 173곳(프랑스 주 가운데 1위)



하이킹: GR 코스 69개(8,278km), GPR 코스 77개



지역 자연공원 9곳과 국립 자연공원 2곳(바누아즈, 에크랑)



자연 보호구역 49곳(국립 32곳, 지방 17곳)



프랑스 최대 5개 호수 중 3곳: 레만 호(Lac Léman, 스위스에서는 제네바 호라고 불림), 부르제 호
(Lac du Bourget), 안시 호(Lac d’Annecy)

 온천 리조트 24곳과 온천 시설 25곳(2015년 관광객 223만 명 방문)
국가 인증(labels) 현황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파비용 블뢰(Pavillon Bleu)’ 인증 해변 15곳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선정 ‘예술·역사 중심지(Villes et Pays d'art et d'histoire)’ 20곳
 ‘주목할 만한 맛의 현장(Site remarquable du gout)’ 14곳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선정 마을 22곳
 친환경 리조트 빌리지(Stations Vertes) 선정 95곳
 가족 친화 ‘패밀리 플러스(Family Plus)’ 인증 리조트 40곳
 2015년 980만 승객이 통과한 공항 12곳(그 중 리옹 공항은 870만 승객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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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베르뉴 론 알프에서 반드시 경험할 것
알프스 산맥의 전설
프랑스 중남부의 고원 산악지대 마시프 상트랄(Massif Central)의 동쪽으로 우뚝 솟은 알프스 산맥의 거대
한 봉우리에서부터 쥐라(Jura) 산맥 기슭에 이르기까지, 오베르뉴 론 알프에서는 다양한 산악지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몽블랑에서부터 갖은 산봉우리와 고개, 골짜기와 초원이 샤블레(Chablais)에서 보포르탱
(Beaufortain), 타랑테즈(Tarentaise)에서 벨돈느(Belledonne), 모리엔느(Maurienne)에서 오와장(Oisans)까지
펼쳐진다. 에귀 뒤 미디(Aiguille du Midi)에서 메주(Meije)까지 만년설에 뒤덮인 거대한 암석과 얼음은 시
간과 자연의 손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양을 향해 우뚝 솟은 존재감을 뽐낸다.
샤모니 몽 블랑(Chamonix-Mont-Blanc)
세계 산악 레포츠의 중심지답게 몽블랑 기슭에 자리한 샤모니(Chamonix)는 스포츠의 열기로 활기찬 도시
로, 놓쳐서는 안 될 명소가 가득하다. 몽블랑 산괴에서 가장 큰 빙하 ‘메르 드 글라스(Mer de Glace)’는 몽
탕베르(Montenvers) 열차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 열차를 타고 비탈길을 오르면 주변의 목가적인
풍경이 두 눈 가득 펼쳐진다.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와 두 번째로 높은 산봉우리를 연결하는 에귀
뒤 미디와 브레방(Brévant)의 케이블카 역시 숨 막히는 경관을 제공한다. 해발고도 3,842m로 솟은 에귀
뒤 미디 봉우리의 테라스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있는데, ‘허공으로 내딛는 걸음(르 파 당 라
비드Le Pas dans la Vide)’이라는 이름의 유리로 만든 육면체에 들어가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www.chamonix.com
리옹(Lyon)
세계적인 미식의 도시 리옹은 수많은 미술관 및 박물관을 자랑하는 문화도시다. 1998년 유네스코 세계 유
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와 푸르비에르 언덕(Colline de Fourvière)은 르네상스 시대를 떠올리게 하며, 크루
아 루스(La Croix-Rousse) 구역과 시내 쪽의 프레스킬(Presqu'île) 구역 등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
의 유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또한 산책과 쇼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새롭게 지어진
콩플뤼앙스 박물관(Musée des Confluences) 외에도 가다뉴 박물관(Musée Gadagne), 현대미술관(Musée
d'art contemporain de Lyon), 리옹 미술관(Musée des Beaux Arts de Lyon), 뤼미에르 영화 박물관(Institut
Lumière), 리옹 미니어처 및 영화 박물관(Musée Miniature et Cinéma de Lyon)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오베르뉴(Auvergne)의 화산
오베르뉴 지방 화산 자연공원(Parc Naturel Régional des Volcans d'Auvergne)은 유럽 타 지역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자연의 보석이다. 이곳 일대의 휴화산 중 가장 유명한 퓌 드 돔(Puy de Dôme)은 프랑스 자연
유산(Grand site de France)으로 공표되었으며, 1,465m를 오르면 셴느 데 퓌(Chaîne des Puys)를 따라 이어
진 나머지 79개 휴화산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파노라믹 열차는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운행된다.
또한 마시프 상트랄 산악지대에는 고도 1,886m로 해당 산악지대에서 가장 높은 산인 퓌 드 상시(Puy de
Sancy)와 고도 1,758m로 또 하나의 프랑스 자연유산인 퓌 마리(Puy Mary) 산이 있다. 화산 및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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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제로 한 놀이공원 뷜카니아(Vulcania)에서는 오늘날의 지구를 형성한 지질현상에 대해 재미있는 배
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과 풍미 가득한 지역 요리,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호수들, 다양한 야외활동까지, 오베르뉴의 화산은 끝없는 탐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알프스 산맥의 대형 호수
안시 호수(Lac d’Annecy)는 주변 일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 중 하나로, 유럽에서 맑기로 손꼽히는
호수다. 안시는 ‘알프스의 작은 베네치아’라 불리는 만큼 운하와 수로로 유명하다. 알프스를 배경으로 구
시가지의 골목과 저택이 수면 위로 펼쳐지며, 방문객들은 크루즈를 타고 점심을 즐기거나 저녁 공연을 감
상할 수 있다. www.lac-annecy.com
부르제 호수(Lac du Bourget)는 프랑스에서 가장 크고도 수심이 깊은 자연 호수로, 라마르틴의 유명한 시
‘호수’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토리아 여왕도 액스 레 뱅(Aix-les-Bains)과 부르제 뒤 락
(Bourget-du-Lac)의 유황온천을 방문하며 이곳을 찾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온천에서 심신을
치유하며 호수에서 보트를 타거나 수영, 낚시를 즐길 수 있다. www.lacdubourget.fr
‘제네바 호’라는 명칭으로 더 널리 알려진 레만 호수는 스위스와의 국경에 걸쳐 있다. 프랑스 국경 쪽의
호숫가는 휴가를 보내기에 최적이다. 토농 레 뱅(Thonon-les-Bains)과 에비앙 레 뱅(Évian-les-Bains) 등의
훌륭한 스파와 리조트를 갖춘 곳들과, 이브와르(Yvoire)와 같은 여러 고기잡이 마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
이다. www.thononlesbains.com/fr / www.evian-tourisme.com
퐁다르(Pont d’Arc)와 아르데슈 협곡(Gorges de l’Ardèche)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퐁다르는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강(폭 59m)을 가로지르는 천
연 암석 다리다. 퐁다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아르데슈 협곡은 30km 이상 지속된다. 협곡은 자동차 도로
를 통해 또는 강에서 카누나 카약, 보트를 타고 접근할 수 있으며 1980년 자연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다.
www.vallon-pont-darc.com
라벤더의 향기
6, 7월이 되면 오베르뉴 론 알프 지역의 남부는 온통 라벤더 꽃의 보랏빛으로 물든다. 로마 시대부터 빨
래와 목욕에 사용되었던 라벤더는 오늘날 향수, 에센셜 오일, 비누, 향주머니, 허브 티, 꿀, 식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증류소를 방문한다면 라벤더의 매력을 한껏 체험할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마을’ 선정 22곳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선정하는 협회는 프랑스의 마을이 간직한 고유의 유산을 보존하고 증
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선정된 157개 마을 중 오베르뉴 론 알프 주에만 22곳이 있는데, 바로 페루
주(Pérouges), 샤루(Charroux), 보귀에(Vogüé), 발라쥑(Balazuc), 르포에 라발(Le Poët-Laval), 라 갸르드 아데
마르(La Garde-Adhémar), 미르망드(Mirmande), 몽브랑 레 뱅(Montbrun-les-Bains), 살레르(Salers), 투르느
미르(Tournemire), 생 탕투안 라베이(Saint-Antoine-l’Abbaye), 생트 크로와 장 자레(Sainte-Croix-en-Jarez),
아를랑드(Arlempdes),

프라델(Pradelles),

블렐르(Blesle),

라보디외(Lavaudieu),

위송(Usson),

몽페이루

(Montpeyroux), 우앙(Oingt), 본느발 쉬르 락(Bonneval-sur-Arc), 식스트 페 라 슈발(Sixt-Fer-à-Cheval), 이브
와르(Yvoire)다. 라 갸르드 아데마르에서 내려다보는 론 계곡의 경치, 예술가와 장인이 사는 우앙의 샛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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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석재 벽돌 가옥, 산책하기 좋은 페루주의 성벽, 꽃으로 장식된 이브와르의 골목길을 방문한다면 아름
다운 프랑스 마을의 분위기를 한껏 만끽할 수 있다.
입이 즐거운 여행지, 오베르뉴 론 알프
끝없이 펼쳐진 밭과 과수원, 포도원에 이르기까지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프랑스의 식량고라는 별명에 걸
맞은 다채로운 풍경으로 가득하다. 음식을 사랑하는 여행객이라면 넘쳐나는 자연의 맛에 만족할 것이다.
아르데슈(Ardèche)의 신선한 과채와 밤, 그르노블(Grenoble)의 호두와 니옹(Nyons)의 올리브 등이 유명한
이 풍족한 땅에서는 유기농 농업 방식에 대한 시도가 계속되는 등 책임감 있는 생산 방식이 추구되며, 가
축 또한 건강을 자랑한다. 포레(Forez)의 산악지대와 평원에서는 소떼, 염소떼가 고품질의 고기와 유제품
을 생산한다. 특히 치즈는 AOP(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프랑스의 원산지명칭 보호 인증 마크) 등
21가지 종류가 생산된다. 기타 AOP 제품은 브레스(Bresse)의 닭고기와 트리카스탱(Tricastin)의 송로버섯,
현지 포도원에서 가메(Gamay), 시라(Syrah), 그르나슈(Grenache) 등의 포도 품종으로 생산되는 고품질 와
인 대다수가 있다. 오베르뉴 론 알프에서 생산되는 AOP 제품은 총 79가지나 된다. 사부아(Savoie)의 산악
지대에서 론 계곡에 이르기까지 살구, 밤, 향신료, 호두, 치즈 등 맛과 향이 가득한 특산물은 프랑스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오베르뉴 론 알프 지대의 풍요는 사부아의 치즈 톰(Tomme)과 리옹 전통 소시지 로제트
(Rosette), 살레르 치즈와 퓌 그린 렌즈콩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곳의 농축산물이야말로 미슐랭 3스타
셰프를 여덟이나 배출해 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로안(Roanne)의 미셸 트와그로(Michel
Troisgros), 므제브(Megève)의 엠마누엘 르노(Emmanuel Renaut), 발랑스(Valence)의 안느 소피 피크(AnneSophie Pic), 보나(Vonnas)의 조르주 블랑(Georges Blanc), 생 보네 르 프로와(Saint-Bonnet-le-Froid)의 레지
마르콩(Régis Marcon)과 자크 마르콩(Jacques Marcon), 생마르탱드벨빌(Saint-Martin de Belleville)의 르네
메이외르(René Meilleur)와 막심 메이외르(Maxime Meilleur), 쿠르슈벨(Courchevel)의 야닉 알레노(Yannick
Alléno) 콜롱주 오 몽 도르(Collonges-au-Mont-d'Or)의 폴 보퀴즈(Paul Bocuse)다. 이들을 포함해 오베르뉴
론 알프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셰프는 92명이 있다.

셴 데 퓌(Chaîne des Puys) 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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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오베르뉴 론 알프 주에서는 연중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영화제, 주요 스포츠 경기, 와인 및 로컬 농축산
물 마켓, 카니발, 뮤직 페스티벌, 콘서트, 야간 행사, 음향·조명 쇼(Son et Lumière) 외에도 다양한 엔터테인
먼트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2월
클레르몽 페랑 국제 단편영화제(Festival International du Court Métrage à Clermont-Ferrand)
2018년 40주년을 맞는 명성 높은 국제 단편영화제. 출품 작품은 단편영화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코미디, 컨템퍼러리 리얼리티 영화, 장르 영화 상영 외에도 유수의 영화학
교에서 진행하는 연구업적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다. www.clermont-filmfest.com
안시 베네치아 카니발(Carnaval Vénitien d'Annecy)
가면과 화려한 의상을 착용한 25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알프스의 작은 베네치아’라 불리는 안시의 아름
다움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골목을 누비며 춤을 춘다. www.lac-annecy.com

3월
생 테티엔 국제 디자인 비엔날레(Biennale Internationale Design Saint-Etienne)
1988년 개막한 뒤 변신을 거듭하며 프랑스에서 가장 광범위한 디자인 페어로 거듭난 행사. 디자인의 평
등을 추구하며 디자인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다. 2년 주기로 홀
수 해마다 열린다. www.biennale-design.com
페루주 봄 페스티벌(The Printemps de Pérouges)
모든 관객에 열려 있는 음악 페스티벌. 페루주에서부터 리옹에 이르기까지, 신예 및 기성 아티스트들이
한데 어우러져 성당, 요새, 농장, 새 공원 등 다양하고도 독특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치며 지역 특유의 문
화유산을 기념한다. www.festival-perouges.org

5월
리옹의 뉘 소노르 페스티벌(Nuits Sonores Festival in Lyon)
그리스도 승천일 주말이 되면 리옹의 주요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에서는 일렉트로닉 뮤직 콘서트가 열려
음악과 비주얼의 스펙타클이 펼쳐진다. 2003년 개막한 이 페스티벌은 전 세계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며
유럽에서도 명성이 높다. www.nuits-sonores.com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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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비에르의 밤 페스티벌(Les Nuits de Fourvière)
6월 초부터 푸르비에르의 로마 시대 극장과 문화시설에서는 연극, 음악, 춤, 오페라, 서커스, 영화 관련 행
사가 열린다. 2달 동안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오픈된 공간에서 예술적 조예와 국제적인 성격이 돋보이는
광범위한 프로젝트로 선보인다. www.nuitsdefourviere.fr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 d'animation d'Annecy)
애니메이션 걸작과 업계 전문인을 만나볼 기회. 특히 일반 관객을 위한 단편 및 장편 애니메이션 스크리
닝 등 다양한 행사가 돋보인다. www.annecy.org
상시 예술 및 자연 축제(Horizons, Arts Nature en Sancy)
매년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플라스틱 아트, 건축, 그래픽 디자인, 조경 등 다양한 장르의 컨템퍼러리 아
티스트 십여 명이 아웃도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상시의 아름다운 풍경이 돋보이도록 야외 공간에서 발
휘되는 놀라운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www.horizons-sancy.com/
비엔느 재즈 축제(Jazz à Vienne)
6월 말에서 7월 중순에 걸쳐 유명 재즈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멋진 원형
경기장을 비롯해 비엔느 곳곳에서 콘서트가 열린다. www.jazzavienne.com
클레르몽 페랑 유로파복스 페스티벌(Europavox)
2006년부터 계속되어 온 뮤직 페스티벌로 유럽 음악의 다양성을 기념한다. 20여 개 국적의 뮤지션들을
초청해 3일 동안 락, 일렉트로닉, 포크, 힙합 등 여러 장르를 포괄하는 유럽 음악의 정수를 선보인다.
www.europavoxfestivals.com

7월
그리냥 성 야간 페스티벌 (Fêtes nocturnes au château de Grignan)
그리냥 마을에 우뚝 솟은 성에서는 여름 2달 동안 저녁마다 야외 무대가 선다. 관객은 성의 안뜰에서 연
극을 즐길 수 있다. www.grignan-guide.fr/fetes-nocturnes
샤모니 코스모 재즈 페스티벌(Cosmo Jazz Festival Chamonix)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무료 음악 페스티벌로, 떠오르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한다.
www.cosmojazzfestival.com

8월
안시 호수 페스티벌 (Fête du lac d'Annecy)
8월 첫 일요일이 되면 안시에서는 유럽 최대의 불꽃놀이 페스티벌이 개막한다. 약 20만 관중이 모여 화
려하게 빛나는 폭죽과 크루즈가 기다리는 마법 같은 저녁을 보낸다. www.lac-anne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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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모니 산악 가이드 페스티벌(Fête des Guides à Chamonix)
샤모니에서는 8월 15일부터 4주 동안 페스티벌이 열린다. 전문 산악 가이드들이 한데 모여 산악인의 전
통을 친근한 분위기에서 접할 수 있는 자리로, 등산 전시회 외에도 음향과 조명을 활용한 쇼,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www.fetedesguides.com
그랑보나르 어린이 페스티벌(Festival Au Bonheur des Mômes au Grand-Bornand)
그랑보나르에서는 매년 프랑스 최대의 어린이 문화행사가 열린다. 6일 동안 다양한 온갖 퍼포먼스 예술과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으며, 워크샵, 게임, 놀이가 개최된다. www.aubonheurdesmomes.com
오리악 세계 거리극축제(Festival International de Théâtre de Rue et des Arts de la rue d'Aurillac)
유럽 최대 거리극 축제로 야외 무대에서 수백 회의 공연이 밤낮으로 이어진다. 드럼 등 퍼커션 사운드도
거리마다 지치지 않고 울려 퍼진다. 새로운 발견과 표현의 자유, 예술과 음악의 조화가 돋보인다.
www.aurillac.net
셰즈 디외 음악 페스티벌(Festival de La Chaise-Dieu)
8월 말이면 열리는 명성 있는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 주로 종교 음악이 다뤄지며 2016년 개최 50주년을
맞았다. www.chaise-dieu.com

9월
리옹 비엔날레(La Biennale de Lyon)
짝수 해마다 9월에서 1월까지 리옹에서는 무용 비엔날레가 개최되어 각종 퍼포먼스, 컨퍼런스, 미팅에서
부터 어린이 경연 대회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홀수 해에는 현대미술 비엔날레가 개
최된다. www.labiennaledelyon.com
생 일레르 뒤 투베(Saint Hilaire du Touvet)의 이카루스 컵(Coupe Icare)
그르노블(Grenoble) 근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인간동력 비행 페스티벌. 8천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여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윙수트, 행글라이딩 등의 분야에서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가로지른다. www.coupeicare.org
앙브로네 페스티벌(Festival d’Ambronay)
앵(Ain) 주의 음향이 훌륭한 멋진 공연장, 앙브로네 성당(Abbaye Notre-Dame d'Ambronay)에서 즐기는 클
래식 음악과 바로크 음악의 향연. http://festival.ambronay.org/

10월
리옹 뤼미에르 페스티벌(Festival Lumière)
매년 10월 리옹의 뤼미에르 영화 박물관(Institut Lumière) 주최로 영화제가 열린다. 일주일 동안 세계의
고전영화가 상영되는 필수적인 문화행사. www.festival-lumie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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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 알프스 하계 목장 투어(Retour des Alpages)
여름 방목을 마친 소떼를 목장으로 들여보내는 전통을 기념하는 축제. 다양한 농축산물 시식, 공예 시연,
전통의상을 입은 목동들이 가축과 함께하는 행진을 감상할 수 있다. 따스한 분위기는 덤. www.lacannecy.com

11월
보졸레 누보 축제(Fête du Beaujolais Nouveau)
와인 관련 행사로는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 자정이 되면 햇포도로 만
든 와인 판매가 개시된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친근한 밤을 보낼 수 있다. www.beaujolais.fr
보죄 보졸레 와인 축제(Les Sarmentelles de Beaujeu)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면 리옹과 주변 지역의 바와 레스토랑에서 햇포도주 보졸레 프리뫼르(Beaujolais
Primeur)의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날 보졸레의 시가지 보죄에서는 밤새 열리는 파티에서 춤
과 노래가 이어지며, 자정이 되어 보졸레 누보가 담긴 통을 드릴로 뚫어 개봉한 뒤에는 횃불을 든 인파의
행렬이 시작된다. www.sarmentelles.com/fr/

12월
리옹 빛 축제(La Fête des Lumières)
매년 12월 8일부터 4일 간 열리는 세계적인 음향 및 조명예술 페스티벌. 유적지와 건물이 형형색색의 조
명과 음향에 둘러싸여 리옹은 마법 속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www.fetedeslumieres.lyon.fr
브레스 우수 가금류 대회(Les Glorieuses de Bresse)
브레스의 네 소도시 부르겅브레스(Bourg-en-Bresse), 몽트르벨앙브레스(Montrevel-en-Bresse), 퐁드보(Pontde-Vaux), 루앙(Louhans)가 출전해 암탉, 수탉, 칠면조 등 가금육 가운데 ‘영광의 넷(Quatre Glorieuses)’을
선발하는 대회. 고품질 생산자에게 상이 돌아간다.
www.glorieusesdebresse.com
레자크 유럽 영화제(Festival de cinéma européen des Arcs)
12월 중순 레자크 스키 리조트에서 열리는 영화제. 다양한 유럽 영화가 상영되는 축제 분위기 속에 문화
와 스키가 조화를 이룬다. www.lesarcs-filmfest.com/index.php
발디제르 첫눈 경기(Critérium de la Première Neige)
스키 월드컵 경기장이기도 한 발디제르 스키 리조트에서는 연말이면 국제 동계 스포츠 대회가 열리며 프
랑스의 스키 시즌을 알린다. www.valdis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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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옹 빛 축제 @M. Kirchgess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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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식
투숙객만 약 1억 7,8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언제나 방문객에게 더
새롭고 보다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매년 오베르뉴 론 알프가 관광 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15억
유로로, 그 중 5억 2,200만 유로는 상업 숙소(호텔, 휴양 레지던스, 캠핑장, 휴양 마을, 민박)에, 2억 4,1000
만 유로는 스키 리프트 시스템 개선 및 확장에 투입된다. (출처: 프랑스 관광청, 2013-15)
리옹의 신 5성 호텔, 빌라 마이아(Villa Maïa)
2017년 3월 개장한 빌라 마이아는 리옹의 최신 5성 호텔이다. 유리 외벽과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모던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호텔 외양은 문화유산 건물로 가득한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 포근한 고치를 연상케 하
는 37개 객실은 시크하고도 따뜻하며 편안함을 자아낸다. 객실 발코니에서는 리옹의 환상적인 경치를 감
상할 수 있으며, 다른 한 쪽으로는 조경 디자이너 루이 베네쉬(Louis Benech)가 완성한 정원을 내려다보며
고요한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인테리어 역시 스타일리시하기는 마찬가지로, 곳곳에 배치된 예술작품 외에
도 트렌디한 가구와 색다른 조명, 대리석과 벨벳이 기다리고 있다. 온천 스파와 모자이크 타일로 장식된
20m 길이의 수영장, 자쿠지와 건‧습식 사우나에서는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www.villa-maia.com
겨울 리조트에서 즐기는 맞춤 서비스
예비 투숙객은 쿠르슈벨(Courchevel)과 생 프랑스와 롱샴(Saint-François-Longchamp)의 웹사이트, 또는
www.savoie-mont-blanc.com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채팅 서비스를 통해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
다. 해당 지역 리조트에서는 식사 및 식료품 배달 옵션과 공항 또는 기차역에서 픽업 옵션을 서비스로 제
공한다.
리조트에서도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다면
ski-chic.com에서는 스키 브랜드* 의류와 액세서리를 패키지로 렌트할 수 있다. 스키 재킷과 바지, 고글,
장갑으로 구성되는 패키지는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어린이용 등 다양한 종류로 제공되며,
고급 포장지에 싸여 숙소까지 배달된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메리벨(Méribel), 레 메뉘르(Les
Menuires), 발 토랑(Val Thorens), 브리드 레 뱅(Brides-les-Bains), 라 플라뉴(La Plagne)로 한정된다.
*

퓨잡(Fusalp), 살로몽(Salomon), 프와브르 블랑(Poivre Blanc), 퀵실버(Quicksilver), 록시(Roxy), 로이시

(Reusch), 볼레(Bollé).
첫선을 보일 두 호텔
므제브(Megève)의 포시즌스 호텔
2018년 겨울, 포시즌스 호텔은 유럽에서는 최초로 산악 지대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몽 다르부와(Mont
d’Arbois)의 스키 슬로프에 자리한 므제브 포시즌스 호텔은 과거 농가를 연상케 하는 외관으로, 55개 객실
과 멋진 경관을 자랑한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호텔 디자이너 피에르 이브 로
16
오베르뉴 론 알프 관광청(Auvergne-Rhône-Alpes Tourisme)

숑(Pierre-Yves Rochon)이 맡았다. 1,500m2나 되는 스파 공간에는 6개의 스파 트리트먼트 룸, 건‧습식 사
우나가 있으며, 실내 및 실외 수영장에서는 눈 덮인 산을 감상할 수 있다. www.fourseasons.com/megeve/
라 로지에르(La Rosière)의 4성 하얏트 센트릭 호텔
이탈리아 국경에서 머지 않은 스키 지대 산 베르나도(San Bernado)에 럭셔리 호텔 그룹 하얏트가 들어선
다. 69개 객실과 주변 산자락을 아우르는 훌륭한 경관을 자랑한다. 420m2에 달하는 ‘서밋 스파’의 실내수
영장에서는 대형 창문 너머로 산봉우리가 보이고, 거울로 된 벽에는 산과 수영장의 푸른 수면이 멋진 조
화를 이룬다. 건‧습식 사우나 및 3개 마사지실에서 즐기는 스파 체험과 수영장이 내다보이는 요가 룸에
서 진행되는 세션도 놓칠 수 없다. http://sophoshotels.com/fr/hotel/hyatt-centric-la-rosi%C3%A8re-france
라 플라뉴(La Plagne)의 필 하워드 레스토랑
몽탈베르(Montalbert) 마을의 스키 리조트 라 플라뉴(La Plagne)에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런던 출신 셰
프 필 하워드(Phil Howard)가 레스토랑을 연다. 지난 25년간의 노력이 미슐랭 2스타로 결실을 맺은 뒤, 그
는 10년 이상 꾸준히 찾아 온 스키 리조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완전히 새로운 인테
리어로 재탄생한 레스토랑에서 그는 셰프들을 모아 시그니처 메뉴를 만든 뒤 휴가철에 직접 주방을 지휘
할 예정이다. 산이 내다보이는 35석은 모던하면서도 안락하게 꾸며질 것이다. 영업시간은 저녁으로 한정
되며 포장 서비스도 제공된다. http://presse-laplagne.com/fr/un-chef-double-etoile-a-la-plagne/
라 플라뉴의 4성 호텔 아라우카리아 호텔 & 스파(Araucaria Hôtel & SPA)
호텔 엘리오픽(Hôtel Héliopic)과 록키팝(RockyPop)을 운영하는 아사스 호텔 그룹이 아라우카리아 호텔을
인수한 뒤, 1,000m2의 공간 확장을 포함한 대규모 리노베이션이 진행됐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레슬리 고
티에(Leslie Gauthier)는 ‘스포츠 시크’를 테마로 편안한 스타일의 실내를 완성했다. 칵테일 바, 이글루와 비
밀 통로를 아우르는 어린이용 놀이공간, 회의장, 게임 아케이드, 산악 공간 등 새롭게 선보이는 시설로 가
득하다. 아늑한 84개 객실과 슬로프 밑자락에는 170m2 넓이의 비즈니스 센터가 있으며, 450m2의 ‘스파
눅스’에는 수영장과 스파 트리트먼트 룸, 미온탕과 더불어 보물섬을 연상케 하는 신나는 어린이용 수영장
까지 마련되어 있다. 시크함과 독특함으로 무장한 레스토랑은 대형 식료품점으로 꾸며져 마치 장을 보러
나온 듯한 유니크한 식사 체험이 가능하다. 바비큐와 제과점, 해산물 코너까지 들어선 이곳에서 모든 음
식은 홈메이드로 제공된다. 호텔 내에는 스키용품점도 입점해 있다. www.araucaria-hotel.com/
쿠르슈벨(Courchevel)에 새롭게 들어선 두 4성 호텔
4성 호텔 K2 디올라는 카페존느 부부가 창립한 K2 콜렉션 호텔 체인의 최신 개장 지점이다. 리조트 한가
운데 자리잡은 이 호텔은 쿠르슈벨에 들어선 세 번째 K2 콜렉션 호텔로 24개 객실과 고급 부페 조식을
제공한다. 인테리어는 아이코닉한 5성 호텔 K2 팰리스와 K2 앨티튜드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되었다.
www.lek2djola.com/fr
4성 호텔 패런하이트 세븐 쿠르슈벨(Fahrenheit Seven Courchevel)은 쿠르슈벨 모리옹(Courchevel
Moriond) 리조트의 중심에 위치해 스키 슬로프로 곧장 이어진다. 그야말로 산악 지대만의 친절함을 체험
할 수 있는 곳으로, 44개 객실에는 편안함과 디자인, 빈티지함이 조화를 이루어 집에 온 듯한 아늑함을
자아낸다. http://fahrenheitseven-courchevel.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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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레 제(Les Gets) 마을의 전동 스노우 바이크
마운틴 E파크는 레 제에 첫 겨울 테마 시설을 개장한다. 5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들은 울타리 안에서 안
전하게 스포츠 입문 강좌를 들을 수 있다. 레이싱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신나는 경험을 선사할 기회다. 이
곳에서 쓰이는 전동 스노우 바이크는 스위스 메이커 퀀티야에서만 제작되며, 에코 투어리즘을 지향하는
레 제의 가치관과도 부합한다. http://en.lesgets.com/
그랑 마시프(Grand Massif) 사모엉 모리옹(Samoëns Morillon) 리조트의 클럽 메드 빌리지(Club Med
village)
가족을 동반한 휴양객이라면 이 리조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가족끼리 사용하기 좋은 연결객실
을 포함한 420개의 객실, 보육 서비스, 4개월부터 17세의 연령에 맞춘 놀이활동, 다양한 입맛을 위한 2곳
의 레스토랑까지 전부 갖춰져 있다. 메인 레스토랑은 가족을 위한 코너, 유아 동반 코너, 와인 코너, 건강
푸드 코너 네 군데로 나뉘어 있다. 고메 라운지는 미슐랭 2스타 셰프 에두아르 루베(Edouard Loubet)가
고안한 메뉴를 자랑한다. 이 외에도 공동으로 쓰이는 공간을 둘러싸고 다양한 어린이 클럽, 베이비 코너,
가족 레스토랑과 스키 룸이 배치되어 있어 가족 단위로 동선을 짜기가 쉽다. www.clubmed.fr/l/grandmassif-samoens-morillon
르 그랑 보르낭(Le Grand Bornand) 마을에서 문을 여는 ‘줄리엣의 농장’
MGM 소유의 럭셔리 펜션 라 페르므 드 쥘리엣(La Ferme de Juliette)은 르 그랑 보르낭 마을이 내려다보
이는 구식 건물이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쳐 탄생했다. 현지 가정집의 전통적인 우아함이 5개 객실과
욕실, 라운지, 서재가 들어선 3층 415m2의 공간에 가득하다. 자체 시설로는 헬스장과 건식 사우나가 있으
며, 투숙객은 근처 시나이옹(Chinaillon) 스키장에 위치한 MGM 4성 호텔 르 록 데 투르(Le Roc des Tours)
의 멋진 수영장과 웰빙 센터(건·습식 사우나, 헬스장, 스파 욕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0인이 일주일
투숙할 시 가격은 7천 유로에서 시작한다. www.chalet-lafermedejuliette.com
라 로지에르(La Rosière)의 신생 휴가철 레지던스 2곳
거대 아파트먼트 객실 8개가 있는 4성 펜션 그리볼라(Chalet Grivola)는 스키 슬로프와 가까운 위치를 자
랑하며 사우나, 피트니스 룸, 당구 테이블 등 휴식 공간이 잘 마련돼 있다.
럭셔리 펜션 르 아모 드 바르텔레미(Le Hameau de Barthélemy)에는 아파트먼트 객실 20개와 웰빙 공간
이 마련돼 있다.
www.larosiere.net
쉬페르 베스(Super-Besse)에서 스노우스쿠터 타기
스노우스쿠팅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신생 레포츠로, 자전거를 활용한 익스트림 스포츠 BMX와 스노보드
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스노스우쿠팅의 입문지로 떠오른 프랑스의 쉬페르 베스에서는
2008년 스노우스쿠팅 세계 챔피언 스테판 쿠르샬(Stéphane Courtial)에게서 무료입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www.centsixsnowscoot.fr/fr/super-besse/h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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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퓌드돔(Le Puy de Dôme)이 한눈에 들어오는 3성 호텔 아르쉬펠 볼캉(Archipel Volcans)
휴가철 숙소의 친근한 분위기와 3성 호텔의 안락함을 한데 모은 아르쉬펠 볼캉에서는 르 퓌드돔의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19개 가족 객실은 침구에서부터 가구와 욕실을 포함한 인테리어까지 대대적인 리
노베이션을 거쳐 휴식에 알맞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 중 개별 발코니가 딸린 17개 객실에서는
어떤 방해물도 없이 멋진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숙박은 1박부터 주말, 일주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자
체 레스토랑에서는 야외 테라스에서 현지 특산품을 활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www.archipel-volcans.com/en/archipel-volcans-2/
클레르몽 페랑(Clermont-Ferrand)의 첫 럭비 박물관, ASM 엑스페리앙스(ASM Expérience)
클레르몽 페랑 럭비 클럽의 역사를 배우고 선수들과 인터랙티브 게임을 하거나 관중으로서 응원에 참여
하고, 탈의실 체험을 해보거나 럭비 중계위원이 되어 실력을 뽐내볼 수 있는 곳. 프랑스는 물론 주변국에
서도 이곳 외에는 럭비를 주제로 한 박물관을 찾아보기 힘들다. 유명한 경기장 마르셀 미슐랭(Stade
Marcel-Michelin) 바로 옆에 자리한 600m2에 걸친 공간에서 인터랙티브 게임 및 문화 체험을 통해 클레
르몽 페랑의 럭비 팀과 함께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럭비 팬부터 관광객까지 아우르는 박물관.
www.asm-rugby.com/asm-experience
뤼르시 레비(Lurcy-Lévis)의 어반 아트 전시 공간, 스트릿 아트 시티(Street Art City)
스트리트 아트 시티는 2016년부터 다국적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창조해 온 거대한 예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탑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이 이곳 알리에 주(Allier)
의 작은 커뮤니티를 방문해 낡은 회색 콘크리트 벽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꾸며 왔다. 스페인의 파심
(Fasim), 독일의 코스트보(Costwo)와 리지(Lizzy), 일본의 시로(Shiro), 아르헨티나의 알라니즈(Alaniz) 외에
도 미국과 남아공 등지에서 온 이들은 페인트로 발자취를 남겼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남미에서도 아티
스트들이 방문해 면적만 22,000m2에 달하는 담벽 및 건물 외벽에 자신만의 예술을 남길 예정이며, 건물
소유주들은 작품에 쓰일 재료와 숙식을 제공한다. 그 가운데 다 허물어져 가는 ‘호텔 128’에 설치된 갤러
리 겸 카페에서는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실내에서 완성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가이드 또는 셀프
투어를 통해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작품세계로 빠져들어볼 기회다. www.street-art-city.com
르 팔(Le Pal) 놀이공원의 새로운 롤러코스터
매년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는 르 팔 놀이공원은 2017년 문을 연 악어 공원에 이어 2018년에는 신설
놀이기구, 유콘 쿼드(Yukon Quad)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멋진 풍경을 가로지르는 프랑스 유일의 유콘
쿼드 롤러코스터는 두 개의 발진 장치가 최대 시속 90km의 속도를 낸다. 입장객은 오프로드 자동차 모양
으로 생긴 좌석에 앉아 1km 이상 이어지는 레일을 타고 캐나다 북부에서 가져온 듯한 장엄한 아웃도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유콘 쿼드 롤러코스터는 세계적으로 단 세 개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르 팔
놀이공원에 들어설 것은 유럽에서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이제 가족 입장객은 함께 자동차 좌석에 앉아 르
팔 최대 규모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www.lepal.com
완성을 앞둔 자전거 도로, 비아로나(ViaRhôna)
친환경 자전거 도로 비아로나는 유럽의 자전거 도로 유로벨로 17(EuroVelo 17)의 일부로, 북쪽으로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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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와 프랑스의 국경 마을 생 장골프(Saint-Gingolf)에서부터 남쪽의 론 강 하구의 마을 포르 생 루이
(Port-Saint-Louis)와 세트(Sète)까지 이어진다. 곧 리옹(Lyons)과 쥐보르(Givors) 사이의 남쪽 구간과 아비뇽
(Avignon)과 소르그(Sorgues) 사이의 북쪽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다. www.viarhona.com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로 선정된 샹베리(Chambéry)의 5성 호텔 르 프티 오텔 콩피덩시엘(Le
Petit Hôtel Confidentiel)
뒥 드 사부아 성(Château des Ducs de Savoie) 가까운 곳에 자리한 건물로, 15세기 궁전이 우아한 부티크
호텔로 거듭난 호텔이다. 멋진 실내를 자랑하는 18개 객실과 웰빙 센터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될

예정이다.

2017년

트리바고

어워드에

의해

프랑스

최고

5성

호텔로

선정되었다.

www.petithotelconfidentiel.com
2018년 오프닝을 앞둔 프랑스의 아울렛 빌리지, 르 빌라주(Le Village)
2018년 4월 빌퐁텐(Villefontaine)에 문을 여는 디자이너 브랜드 쇼핑 센터로, 리옹에서 불과 25분 거리,
스위스에서 9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22,000m2의 넓은 공간에 90개 상점과 레스토랑, 1,900대가 주차 가
능한 주차장이 들어선다. 멋진 건물들과 분수가 설치된 호수, 다양한 레스토랑, 아이들을 위한 무료 놀이
터에 이르기까지 갖춘 르 빌라주는 단순한 쇼핑 센터를 넘어 가족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안성맞춤인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패션의 중심지로서 패션쇼는 물론 패션계와 지역 행사 쇼케이스 공
간으로서 특별 이벤트 개최지 역할을 톡톡이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 빌라주는 쟈딕 앤 볼테르(Zadig &
Voltaire), 산드로(Sandro), 마쥬(maje), 끌로디 피에로(Claudie Pierlot), 더 쿠플스(The Kooples), 갤러리 라파
예트(Galeries Lafayette) 등의 입점으로 프렌치 패션의 정수를 선보이고자 하며, 라이프스타일, 뷰티, 스포
츠 및 아웃도어 브랜드도 들어설 계획이다. www.thevillagelyon.com
2018년 문을 여는 아이코닉한 호텔 지구, 그랑 오텔 디외 드 리옹(Grand Hôtel-Dieu de Lyon)
리옹의 프레스킬(Presqu’île) 구역 중심지에 새로운 상점가와 사무실, 정원, 호텔과 주거단지까지 포함하는
거대 지구가 개장한다. 네 개 구역에 들어서는 상점들은 각 주제에 따라 나뉜다. 우선 쿠르 뒤 미디(Cour
du Midi)에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상점과 리옹에서 첫 선을 보일 컨셉 스토어가, 다음으로 리옹
의 새로운 디자인 센터가 될 쿠르 생 마르탱(Cour Saint-Martin)에는 리빙 및 인테리어 상점이 들어선다.
쿠르 엘리자베트(Cour Elisabeth)에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쇼핑 트렌드에 발맞춰 고급 식료품 및 다이
닝 상점이 들어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쿠르 뒤 클로아트르(Cour
du Cloitre)는 코스메틱과 뷰티, 문화와 레저를 아울러 방문객들에게 신체와 지성을 아우르는 웰빙 컨셉을
전파할 예정이다. www.grand-hootel-dieu.com
2019년 초 리옹에 들어설 5성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5성 컨벤션 센터
2019년 1월 1일 영업에 들어갈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리옹의 국제 미식 센터(Cité International de la
Gastronomie)중심부에 들어선다. 143개 객실과 론 강둑이 내려다보이는 경치를 자랑할 인터컨티넨탈 리조
트 리옹은 미식 센터에 들어설 마지막 건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호텔에는 미식 레스토랑이 들어설 것
이며 이미 아시아와 남미에서 2019년 숙박 마케팅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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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막하는 리옹 국제 미식 센터
세계 미식(美食)의 수도 리옹에 국제 미식 센터가 들어선다. 현재 리노베이션 중인 그랑 오텔 디외(Grand
Hôtel-Dieu)의 중심부는 미식의 기쁨과 건강,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한군데 모아 쇼케이스하는 장소로 거
듭날 것이다. 3,600m2에 달하는 공간에서 방문객들은 ‘맛의 길’ 탐험에 나서 인터랙티브 활동을 통해 배움
을 얻을 수 있다. 상설 전시에서는 세계의 식문화와 웰빙, ‘잘 먹는다는 것’에 대한 역사가 다뤄질 것이며,
특정 식품이나 특정 국가를 주제로 하는 단기 전시도 열릴 계획이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촉각과 미각, 후
각 등 감각의 활용에 중점이 놓일 것이며 셰프, 파티셰, 치즈 장인, 도축업자, 와인 생산자 등 식문화 관
련

전문가들의

시연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www.grandlyon.com/projets/cite-internationale-

gastronomie.html
이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은 다른 계획 가운데는 세계 미식 밸리(Vallée Mondiale de la Gastronomie)가
있는데,

디종(Dijon)에서부터

보졸레(Beaujolais),

리옹(Lyon),

발랑스(Valence),

l’Hermitage), 아비뇽(Avignon)과 마르세유(Marseille)를 거치며 서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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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

레르미타주(Tain

와인과 미식 관광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요리와 로컬 농축산물을 맛보기 위해 꼭 들러야 할 곳이다. 이곳의 목초지와 과수
원, 포도밭은 프랑스 최고의 식량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풍부하고도 다양한 농축산물


AOP(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프랑스의 원산지명칭 보호 인증 마크) 등록 79가지 제품 생
산:
- 와인 43종류, 치즈 21종류(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PDO 치즈 중 절반 정도)
- 오베르뉴 론 알프는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프랑스의 원산지명칭 통제 인증 마
크) 제품 생산량으로 프랑스 주 가운데 4위를 차지 (출처: INAO, 프랑스 원산지 및 품질 관리기
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 생산: 생 넥테르(Saint-Nectaire)·보포르(Beaufort)의 치즈, 바이스(Weiss)·
발로나(Valrhona) 초콜릿, 볼빅·에비앙 미네랄 워터, 니옹(Nyon)의 블랙 올리브 및 올리브 오일,
퓌(Puy)의 그린 렌즈콩, 브레스(Bresse)의 닭고기 등



대표적인 유기농 농작지: 2015년 기준 농장 4219곳, 옥시타니(Occitanie) 주를 이어 2위 (출처:
Agence Bio, 프랑스 유기농업개발촉진기구)



‘주목할 만한 맛의 현장(Sites Remarquables du Goût)’ 14곳 선정: 프랑스 전역 70곳 가운데 20%
에 해당(특히 살레르 치즈, 트리카스탱 송로버섯, 퓌 그린 렌즈콩, 아르데슈 밤)



프랑스 최고의 미네랄 워터 생산지: 비시(Vichy), 바두아(Badoit), 샤틀동(Châteldon), 볼빅(Volvic),
에비앙(Evian) 등



소규모 맥주 양조장(micro brewery, 마이크로 브루어리) 150곳(프랑스 최다 숫자)

프랑스 최대 AOC 치즈 생산지, 오베르뉴 론 알프
오베르뉴 론 알프 주가 생산하는 AOC 인증 치즈 21종은 전체 AOC 치즈 중 무려 46%를 차지한다.
AOC는 프랑스의 원산지명칭 통제 인증 마크로, 오베르뉴 론 알프는 프랑스 최대 AOC 치즈 생산지
다. 그 가운데 유명 치즈로는 르블로숑(Reblochon), 보포르(Beaufort), 생 넥테르(Saint-Nectaire), 캉탈
(Cantal), 블뢰 도베르뉴(Bleu d’Auvergne), 아봉당스(Abondance), 피코동(Picodon), 푸름 드 몽브리종
(Fourme de Montbrison) 등이 있다.
고품격 레스토랑


2017년 기준 미슐랭 스타 획득 셰프 92명
- 미슐랭 3스타 셰프 여덣 명을 포함하면 프랑스 전역을 통틀어 파리가 속한 일 드 프랑스(Îlede-France) 주에 이어 2위
- 미슐랭 가이드는 오베르뉴 론 알프 주의 클레르몽 페랑에서 창립된 타이어 제조 업체 미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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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행됨


고품격 레스토랑 인증 시스템
- 부숑 리오네(Bouchons Lyonnais): www.lesbouchonslyonnais.org
- 비스트로 드 페이(Vistrots de Pays): www.bistrotdepays.com
- 비스트로 보졸레(Bistrots Beaujolais): www.beaujolais.com
- 토크 블랑슈 리오네즈(Toques Blanches Lyonnaises): www.toques-blanches-lyonnaises.com
- 토크 도베르뉴(Toques d’Auvergne): www.toques-auvergne.fr
- 비앙브뉴 아 라 페름 등



7번 국도 약 400km가 통과: 1936년 이래 관광과 오트 퀴진(haute cuisine)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해주는 역사적인 국도로, 1000km 이상 이어지며 빌레뇌브 쉬르 알리에(Villeneuve-sur-Allier)에서
피에르라트(Pierrelatte)까지 여러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잇는다. 해당 지역과 셰프 조합으로는
로안(Roanne)의

트와그로(Troisgros)

리옹(Lyon)의

보퀴즈(Bocus),

비엔(Vienne)의

앙리루

(Henriroux), 발랑스(Valence)의 픽(Pic) 등이 있다.
풍부한 와인 관광자원


원산지 보존 인증을 받은 포도밭 10곳
-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졸레(Beaujolais), 코트 뒤 론(Côtes du Rhône), 뱅 드 사부아(Vins de
Savoie) 등



방문 가능한 와인 셀러 400여 곳



와인 관광에 동원 가능한 메이저 와인 생산사: 뒤뵈프(Duboeuf), 자불레(Jaboulet), 샤푸티에
(Chapoutier)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현 와인 관광 자원: 셀러 방문, 와인 관련 현장 및 활동(가이드 투어, 시음
회, 행사, 와인 루트 등), 숙소 제공 포도밭 등

미슐랭 스타 획득 셰프 92명( 3스타 획득 셰프 8명 포함)
- 생 보네 르 프로와(Saint-Bonnet-le-Froid)의 레지 마르콩(Régis Marcon)과 자크 마르콩(Jacques
Marcon): www.regismarcon.fr
- 콜롱주 오 몽 도르(Collonges-au-Mont-d'Or)의 폴 보퀴즈(Paul Bocuse): www.bocuse.fr/en/
- 므제브(Megève)의 엠마누엘 르노(Emmanuel Renaut): www.floconsdesel.com/fr
- 생 마르탱 드 벨빌(Saint-Martin de Belleville)의 르네 메이외르(René Meilleur)와 막심 메이외르
(Maxime Meilleur): www.la-bouitte.com
- 보나(Vonnas)의 조르주 블랑(Georges Blanc): www.georgesblanc.com/en/
- 2017년 2월 로안(Roanne)에서 우슈로 옮긴 미셸 트와그로(Michel Troisgros): https://troisgros.fr
- 발랑스(Valence)의 안느 소피 피크(Anne-Sophie Pic): www.anne-sophie-pic.com
- 쿠르슈벨(Courchevel)의 야닉 알레노(Yannick Alléno): www.yannick-alleno.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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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 관련 장소 및 주요 프로젝트


미식 관련 주요 장소: 리옹의 폴 보퀴즈 시장(Halles de Lyon Paul Bocuse), 발로나 초콜릿 박물관
(Cité du Chocolat Valrhona)



리옹과 발랑스에 들어설 국제 미식 센터: 2019년 완성 계획, 미식 및 와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디종(Dijon)에서 마르세유(Marseille)까지 세계 미식 밸리 건설 계획: 미식 관광에 주요 역할을 수
행할 것으로 기대

미식 및 와인 관광 관련 주요 사이트 소개
리옹의 폴 보퀴즈 시장(Les Halles de Lyon Paul Bocuse)
프랑스 미식에 헌정된 신전과도 같은 이 시장은 1971년 시내에서 파르 디외(Part-Dieu) 지구로 장소를 옮
긴 뒤 2006년 리노베이션을 거쳤다. 당시 ‘셰프 중의 셰프’ 폴 보퀴즈의 이름을 따 지어져 세계에 명성을
떨치게 된 곳. 지붕을 얹은 시장에는 48개에 달하는 매장(굴, 치즈, 빵, 케이크와 패스츄리, 야채, 고기, 생
선, 음식, 와인)과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모두 지역의 요리 전통을 받들어 탁월한 경영을 이어가는 곳들
이다. 프랑스 미식의 수도 리옹의 정신을 대표하는 곳으로 매일 문을 연다(월요일은 굴 매장만 영업).
www.hallespaulbocuse.lyon.fr
생 쟝 다르디에르(Saint-Jean d'Ardières) 피제이 성의 장기 와인 숙성 저장고
프랑스 보졸레(Beaujolais) 유일의 감각을 일깨우는 와인 행선지. 2016년 여름부터 피제이 성(Château de
Pizay)은 300m2 공간의 8개 스튜디오에서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와인의 빛깔, 탄닌
함량, 향과 맛의 차이, 와인 생산과 숙성에 이르기까지, 와인 시음에 관한 사항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배울 수 있다. 피제이 성의 역사와 와인 생산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비디오도 감상할 수 있다. 1층의 ‘발
견과

시음’이라

명명된

공간에서는

배운

바를

시험해볼

수

있다.

www.chateau-

pizay.com/fr/oenotheque.php#oenotheque.php
탱 레르미타주(Tain l’Hermitage)의 메종 엠 샤푸티에(Maison M. Chapoutier)
‘샤푸티에’라는 이름은 1808년도부터 론 지방에 존재해 왔다. 1989년부터 메종 엠 샤푸티에는 바이오다이
나믹 농법으로 유명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늘날 와인 관광의 여러 요소에 초점을 맞춘 다양
한 액티비티를 제공한다. 그 중에는 와인 셀러 방문, 와인 학교(광범위한 주제로 열리는 시음 워크샵, 궁
합이 맞는 식사와 함께 진행됨), 포도밭 한가운데 있는 숙소에서 숙박하거나 전동 바이크를 타고 메종 엠
샤푸티에의 명성 높은 포도밭을 탐험할 기회 등이 있다. www.chapoutier.com
탱 레르미타주의 와인 관광지, 테르 드 시라(Terres de Syrah)
AOC 인증 와인을 생산하는 코트 뒤 론(Côtes du Rhône) 북부 지역의 와인 관광에서 생산자조합 카브 드
탱(Cave de Tain)은 중요한 존재다. 우선 이들의 와인 셀러 ‘테르 드 시라’는 와인 가게인 동시에 소규모
와인 시음회가 열리거나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로 주변 와인 생산지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한다.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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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도밭 가이드 투어, 와인과 초콜릿 워크샵, 그리고 ‘피에프 드 강베르(Fief de Gambert)’라는 기업 관
련 와인 행사장과 포도밭 한가운데 자리한 레스토랑도 들를 수 있다.
또한 카브 드 탱은 유럽 최고의 시라 와인을 생산한다. 코트 뒤 론 북부 지역인 에르미타주(Hermitage),
크로즈 에르미타주(Crozes-Hermitage), 생 조제프(Saint-Joseph), 코르나(Cornas), 생 페레(Saint-Péray)의 빈
티지 와인과 천 헥타르의 포도밭에서 나오는 뱅 드 페이(vins de pays)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www.terresdesyrah.com
탱 레르미타주의 초콜릿 명가, 발로나 초콜릿 박물관(Cité du Chocolat Valrhona)
프랑스 초콜릿 관련 관광지 가운데 가장 많은 방문객을 자랑하는 곳. 2,000m2에 달하는 이 초콜릿 박물관
에서는 카카오 빈에서부터 베이킹과 요리에 쓰이는 초콜릿에 이르기까지 초콜릿의 세계에 흠뻑 빠질 수
있다. 방문객 센터와 초콜릿 가게 외에도 다양한 초콜릿 공예 전시가 있으며, 베이킹 키친에서는 누구나
직접 초콜릿 레시피를 시도해볼 수 있다. 또한 초콜릿이 들어간 요리를 시식해볼 수 있는 공간에서는 패
스츄리 셰프이자 에콜 뒤 그랑 쇼콜라 발로나(École du Grand Chocolat Valrhona)의 디렉터인 프레데릭 보
(Frédéric Bau)가 고안한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www.citeduchocolat.com
몽텔리마르(Montélimar)의 누가(nougat)
누가는 크리스마스 전통으로 전해지는 13가지 디저트 중 하나지만 연중 높은 인기를 누린다. 계절에 상
관없이 즐길 수 있는 디저트 누가의 본고장은 몽텔리마르. 이곳에 들어선 누가 공장만 15곳을 웃돌고, 소
규모 아티잔 생산지도 십여 군데나 있다. 놀라운 것은 전부 관광객을 환영한다는 점이다. 1837년부터 가
동된 가장 오래된 공장은 아티잔 브랜드 아르노 수베랑(Arnaud Soubeyran)의 것으로, 누가가 만들어지는
주방을 견학하고 시식 순서가 끝나면 다양한 종류의 누가로 가득한 가게에서 달콤한 추억을 만들 수 있
다. www.nougatsoubeyran.com
두 가지 ‘치즈의 길(Routes des Fromages)’
다섯 종류의 PDO 인증 치즈를 생산하는 오베르뉴(Auvergne)에서는 35단계로 세분화된 ‘치즈의 길’에 올
라 농장에서 생산, 숙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배울 수 있다. 각 생산지의 다양성과 서로 다른 치즈의
맛, 생산 비법 등을 체험해볼 기회. 오베르뉴의 APO 인증 치즈는 블뢰 도베르뉴(Bleu d’Auvergne), 캉탈
(Cantal), 푸름 당베르(Fourme d’Ambert), 생 넥테르(Saint-Nectaire), 살레르(Salers)다. ‘오베르뉴 APO 치즈
의 길(Route des Fromages AOP d’Auvergne)’이라 쓰인 팻말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길을 가는 도중에
마주치는 다양한 자연유산, 유적지, 마을, 식도락 탐험의 기회도 놓치지 말자. www.fromages-aopauvergne.com/route-fromages/
사부아 주에서는 ‘사부아 치즈의 길(Route des Fromages de Savoie)’을 따라가면 된다. 62개 관광지에서
PDO 및 IGP(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 등급의 8가지 치즈를 맛볼 수 있다. 즉 아봉당스
(Abondance), 보포르 (Beaufort), 셰브로탱(Chevrotin), 에멍탈 드 사부아(Emmental de Savoie), 라클레트
드 사부아(Raclette de Savoie), 르블로숑 드 사부아(Reblochon de Savoie), 톰 데 보주(Tome des Bauges),
톰 드 사부아(Tomme de Savoie)다. www.fromagesdesavoie.fr/fr/
보포르(Beaufort) 치즈 유제품 전시관(Fromagerie Coopérative Laitière du Beaufo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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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비주얼 디스플레이와 전시된 도구, 모형, 음향, 영상 등을 통해 보포르 치즈의 생산과정과 생
산장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학기중 일요일을 제외하면 매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보포르 치즈가 만들
어지는 광경을 직접 볼 수 있다. 전시를 둘러보고 나면 물론 치즈를 시식해볼 기회도 주어진다.
www.cooperative-de-beauf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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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산악 레포츠
오베르뉴 론 알프 주의 산악지대는 특징이 두 가지로 나뉜다. 서쪽으로는 오베르뉴의 중간 고도의 산맥과
셴 데 퓌(Chaîne des Puys) 산맥이 펼쳐지며, 동쪽으로는 우뚝 선 몽블랑 아래 알프스 산맥과 세계 최대
규모의 스키 구역이 버티고 있다. 2015/16 겨울 시즌 기준, 오베르뉴 론 알프의 활강 및 크로스컨트리 스
키 리조트 173곳에는 3,92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오베르뉴
다섯 개 산맥과 세 개 리조트 리오랑(Lioran), 몽도르(Mont-Dore), 쉬페르베스(Super-Besse)이 자리한 오베
르뉴는 가족이 겨울 휴가를 보내기 안성맞춤인 곳이다. 특히 경사가 완만한 언덕과 안전한 구조 덕에 크
로스컨트리 스키와 스노슈잉에 적합한 지대로, 상시(Sancy)에서 몽뒤포레(Monts du Forez)에 걸친 로브락
고원(Plateau de l’Aubrac)의 950km 이상의 슬로프가 리조트 관리 하에 있다.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친
캡 게리(Cap Guéry) 산악 센터에서는 노르딕 레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http://hiver.capguery.com/
북부 알프스
세계 최대 스키 구역으로 1924년, 1968년, 1992년 각각 샤모니(Chamonix), 그르노블(Grenobles), 알베르빌
(Alvertville)에서 세 차례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겨울 레포츠의 성지. 모든 종목을 포괄하는 지대로, 이곳의
스키 리조트는 초보자부터 익스트림 스키를 즐기는 마니아까지 즐겨 찾는 곳이 됐다. 주요 스키 구간은
오트사부아(Haute-Savoie)와 스위스에 걸친 포트 뒤 솔레이(Portes du Soleil), 사부아(Savoie)의 쓰리 밸리
스(Three Valleys)와 에스파스 킬리(Espace Killy) 등 총 17개가 있다. 이곳의 스키 리조트만 약 160개로, 누
구나 입맛에 맞는 장소를 고를 수 있다. 전원다운 풍경과 휴양지다운 아웃도어 체험을 선호한다면 샤모니,
므제브(Megève), 르 그랑 보르낭(Le Grand-Bornand), 라 클뤼사(La Clusaz)와 같은 빌리지 리조트가 제격
이고, 스릴 넘치는 스키와 신나는 파티, 탁 트인 공간을 선호한다면 쿠르슈벨(Courchevel), 발토랑스(Val
Thorens), 티뉴(Tignes), 라플라뉴(La Plagne), 발디제르(Val d’Isère), 레자르(Les Arcs), 알프되즈(Alpe d’Huez),
레뒤잘프(Les Deux Alpes) 등을 찾으면 된다.
북부 알프스의 스키 리조트들은 성격도 가지각색이다. 예를 들자면 르그랑보르낭에서는 가족 중심의 행사
가 열리고, 티뉴에서는 스포츠 시설과 활기찬 분위기가 돋보이며, 브리드레뱅(Brides-les-Bains)에서는 스파
가 중점적으로 운영되는 식이다. 리조트는 총 일곱 종류로 분류되는데, 방문객은 취향에 맞는 곳을 고르
면 된다. 우선 빌리지 리조트는 대개 잘 보존된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 휴가 분위기를 즐기기에 좋은 반면,
그랑도맹(Grand Domain) 리조트는 스키 구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티켓 한 장으로도 다양한 슬로프에서
스키를 탈 수 있다. 또 누벨글리스(Nouvelle Glisse) 리조트에는 스노파크, 보더크로스 트랙 등 신생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노르딕 리조트는 노르딕 스키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다음
으로 패밀리플러스 리조트에서는 가족이 휴가를 보내기 좋고, 클럽 리조트는 현대적인 시설과 스키 이외
의 다양한 행사를, 알티폼(Altiforme) 리조트는 스파 트리트먼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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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광지
빙하 하이킹
6월에서 9월까지 4,000m2에 이르는 빙하 위에서 검증된 고산지대 가이드와 함께 지형을 탐험할 수 있다.
빙하의

신비한

아름다움과

고지대에서

펼쳐지는

파노라마

풍경을

감상할

기회.

www.guides2alpes.com/activites/randonnee-glaciaire / www.guides-du-montblanc.com
메르 드 글라스(Mer de Glace) 빙하
몽블랑으로 이어지는 산맥인 바누아즈(Vanoise), 오트 모리엔느(Haute Maurienne), 에크랑(Les Ecrins)은
400km2의 빙하에 덮여 있다. 그 중 ‘빙하의 바다’ 메르 드 글라스는 몽탕베르(Montenvers)의 산악 열차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빙하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www.chamonix.com
르 파 당 르 비드(Le Pas dans le Vide)
해발고도 3,842m로 솟은 에귀유 뒤 미디 봉우리의 테라스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있다. 이
유리로 만든 육면체는 ‘허공으로 내딛는 걸음’이라는 뜻의 이름답게 벼랑 끝 1,000m 이상의 공중에 떠
있다. www.compagniedumontblanc.fr
화산 위에서 스키 타기
샤스트레상시(Chastreix-Sancy), 쉬페르베스(Super-Besse), 르 몽도레(Le Mont-Dore) 리조트가 자리한 고도
1,886m의 상시(Sancy)에는 약 100km 길이의 내리막 슬로프가 있다. 들쑥날쑥한 지형으로 유명한 르몽도
레 리조트는 바닥이 투명한 케이블카와 신축 건물 등 리노베이션을 거칠 예정이다. 60km의 내리막 슬로
프와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한 르리오랑(Le Lioran) 리조트도 방문해볼 만하다. www.auvergne-sancy.com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알프스 산지의 리조트에서도 고품격 다이닝을 즐길 수 있다. 쿠르슈벨이나 므제브 등의 리조트에는 미슐
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여럿 있으며, 리조트 한 곳에 들어선 미슐랭 레스토랑이 7군데나 되는 곳도
있다. 안시 호수(Lac d’Annecy) 부근 레스토랑에서 미슐랭 3스타에 등극한 지 오래인 셰프 마크 베랏(Marc
Veyrat)은 최근 마니고(Manigod)의 작은 리조트에 ‘라 메종 데 브와(La Maison des Bois)’라는 레스토랑을
열었다(www.marcveyrat.fr). 로컬 스타일의 요리를 주로 다루며, 산지에서 나는 농작물을 주로 쓰는 고품
격의 메뉴를 추구한다. 여러 세대의 셰프를 거친 샤모니에의 럭셔리 호텔 아모 알베르 프리미에르
(Hameau

Albert

1er)에서는

현재

셰프

피에르

마이예(Pierre

Maillet)가

수장을

맡고

있다.

www.hameaualbert.fr
오베르뉴 론 알프 주에서 미슐랭 3스타에 등극한 레스토랑 8곳 중 3군데는 리조트에서 영업 중이다. 바
로 므제브의(Megève)의 르 플로콩 드 셀(Le Flocon de Sel, www.floconsdesel.com), 생마르탱드벨빌(SaintMartin-de-Belleville)의

라

부이트(La

Bouitte,

www.la-bouitte.com),

www.chevalblanc.co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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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슈벨의

르

1947,

몽블랑을 배경으로 한 플랜(Flaine) 스키장 @P. Maillet-Con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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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즐기는 자전거와 트레킹
알프스 정상의 몽블랑에서부터 셴데퓌(Chaîne des Puys) 화산 산맥의 퓌드돔(Puy de Dôme) 산,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라벤더 밭과 여러 호수에 이르기까지,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프랑스에서 아웃도어 활동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실제로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프랑스에서 야외 스포츠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산악 지대다. 지대의 80%가 산악 지형이며, ‘서유럽의 지붕’
이라 불리는 몽블랑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레만 호(Lac Léman, 제네바 호라고도 불림), 부르제 호
(Lac du Bourget), 안시 호(Lac d’Annecy), 오베르뉴의 화구호(火口湖) 등 호수가 많아 해안과 인접해 있지
않지만 수영을 즐길 곳이 널려 있다.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또한 자전거길만 826km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그 유명한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의 산악 자전거길도 포함된다.
주요 수로는 두 가지가 있다. 동쪽에 있는 론 강의 지류는 남북을 가로지르며 흐르다 지중해로 흘러들
어가고, 서쪽에 있는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 르와르와 주요 지류인 알리에르(Alier)가 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 덕에 이곳에서 보내는 휴가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된다. 아웃도어의 주요 관광지
외에도 자전거길과 바이크 및 자동차 도로, 강을 타고 흐르는 길이 많이 있다. 또한 변화하는 국내 및 국
제 관광객들의 수요에 발맞춰 휴양을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웰빙, 자기실현, 새로
운 경험을 제공하기를 추구한다.
오베르뉴 론 알프에 주는 관광에 유리한 특성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산악 지대가 많
은 지형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산맥도 북부 알프스와 마시프 상트랄(Massif Central)로 둘이나 있다. 또한
십여 개의 지역공원 및 국립공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요 하이킹 및 자전거 루트도 빼놓을 수 없다. 그
가운데는 생 자크 드 콩포스텔(Saint-Jacques de Compostelle) 루트, 비아로나(ViaRhôna), 그랑드 트라베세
데 잘프(Grande Traversée des Alpes), 쉬르 레 파 데 위게노(Sur les Pas des Huguenots) 등이 있다.

인기 관광지
마시프 뒤 상시(Massif du Sancy)
마시프 뒤 상시는 마시프 상트랄에서 1,886m로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퓌 드 상시(Puy de Sancy) 주변으
로 펼쳐진다. 다양한 국립 자연유산이 있는 오베르뉴 화산 지역공원(Parc Naurel Régional des Volcans
d’Auvergne)의 중심부에서는 여름과 겨울에 자전거, 하이킹, 트레일 러닝, 비아 페레타(Via Ferrata), 수영,
노르딕 및 알파인 겨울 레포츠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하다. 자전거를 타고 산 정상까지 오르거나 휴
화산의 분화구 둘레를 산책할 수도 있고, 등산을 하거나 산에 있는 호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 마시프
뒤 상시에서는 이 모든 액티비티를 여행객의 수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단체, 가족, 2인 또는 1인 여
행객은 검증된 가이드와 함께하거나, 가이드 없이 나서는 보다 짜릿한 체험도 가능하다. www.sancy.com
알프스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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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Annecy)와 액스레뱅(Aix-les-Bains) 주위에는 호수가 넷 있다. 스위스에서 제네바 호수로도 알려진 레
만 호수(Lac Léman)는 서유럽 최대의 자연호수다. 이곳 일대에는 안시 호수(Lac d’Annecy), 대규모 빙하 호
수인 부르제 호수(Lac du Bourget), 애그블레트 호수(Lac d’Aiguebelette)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그림 같은 풍
경을 배경으로 보다 높은 고도로 올라가 호수를 내려다보며 2인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경험할 수 있다.
액스레뱅의 부르제 호수, 세브리에(Sevrier)의 안시 호수, 토농레뱅(Thonon les Bains)의 레만 호수는 프랑
스 기타 31개 호수와 함께 프랑스 워터 리조트(France Stations Nautiques)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 조직력과 시설, 제공되는 레포츠를 기준으로, 리조트의 기준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www.station-nautique.com / http://inspirez.savoie-mont-blanc.com/lacs/
베르코르(Vercors)의 지역 자연공원에서 즐기는 케이빙(caving)
동굴 탐사인 케이빙은 베르코르의 자연유산을 즐기기 좋은 방법이다. 그로토 드 라 뤼르(Grotte de la
Luire), 프랑스에서 4번째로 깊은 동굴 구프르 베르제(Gouffre Berger), 트루 키 수플(Trou qui Souffle), 그로
트 드 코랑슈(Grotte de Choranche), 그로트 드 라 뤼르(Grotte de la Luire) 등의 동굴에서는 레포츠를 즐기
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 호기심도 충족할 수 있다. 베르코르는 3천 곳이 넘는 싱크홀과 동굴 덕분에 주
요 관광지로 거듭난 곳이다. www.vercors.fr
뷜카니아(Vulcania)
화산을 주제로 한 유럽 유일의 놀이공원이자 관광지인 뷜카니아는 화산학과 지구과학 관광지다. 오베르뉴
(Auvergne)의 지역공원 한가운데 자리한 뷜카니아에서 방문객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화산의 비밀에 대해
배우는 동시에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지구의 신비한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숨 막히는 풍경을 감상
해 보자. 매년 3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뷜카니아를 찾는다. www.vulcania.com/en

론 강가의 자전거길, 비아로나
비아로나는 론 강을 따라 레만 호수에서 프랑스의 지중해 해변까지 자전거길을 연결하고자 한다.
815km에 달하는 자전거길은 아직 건설 단계에 있으며, 알프스 산맥으로부터 코트 뒤 론(Cotes du Rhône)
의 포도밭과 남부의 프로방스 지방을 지나 카마르그(Camargue) 해변에 이르기까지 그림 같은 풍경이 이
어진다. 언덕 위의 마을, 라벤더 밭과 올리브나무 숲, 그리고 미식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비아로나 자전
거 루트는 푸른 풍경을 지나고 자동차 및 보행자와도 길을 함께하며 2천 년 이상의 역사와 보물 같은 유
산을 포괄한다.
비아로나 자전거길은 65%의 구간이 론 강변에 있으며 강물의 흐름을 따라 투어를 할 수 있다. 안전한
자전거 및 비전동 이동수단 전용 도로를 타거나 자동차길과 합쳐진 도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2020년 말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는 비아로나는 이미 임시 구간을 비롯해 모든 구간이 정해졌다. 비아로
나에 오른 자전거 여행객들은 중간에 열차를 타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거나 특정 구간을 뛰어넘어 여
행을 계속할 수 있다.
오베르뉴 론 알프을 통과하는 비아로나 구간은 552km로 전체 길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비아로나는
여러 섹션으로 나뉘어 각 섹션마다 주변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알프스 산맥의 풍경과
리옹의 도심를 배경으로 한 호숫가, 코트 뒤 론(Côtes du Rhône)의 계단식 포도밭에서부터 생발리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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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Vallier)나 투르농(Tournon)의 성에 이르기까지, 방문객의 발길을 기다리는 곳은 수없이 많다. 비아로
나 자전거길을 통하면 바다와 강에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 관광지 및 신선
한 로컬 푸드, 와인 탐방도 가능해진다.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길을 나서도 좋고, 한 곳에 머물며 비아로
나에서 갈라져 다른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길에 차례차례 올라 주변을 답사해 보는 것도 좋다.
현재 비아로나를 따라 다양한 단체가 여행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전거 탑승객을 환영하는 공식 마크
‘Accueil Vélo’를 내건 관광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아로나가 2016년 구상된 유럽 자전거 도로망 ‘유
로벨로(EuroVelo) 17’에 합류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자전거를 탄 여행객들이 프랑스로 향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다. 유로벨로 17의 프랑스/스위스 루트는 우선 론 강의 발원지 부근에서 시작해 안데르마트
(Andermatt)-제네바(Geneva)-레만 호수 북쪽으로 이어지는 루트 뒤 론(Route du Rhône, 335km) 구간과 레
만 호수 남쪽에서부터 포르생루이뒤론(Port-Saint-Louis-du-Rhône) 또는 세트(Sète)의 강 하구까지 이어지
는 비아로나(815km)구간으로 나뉘며, 총 1,115km 길이다.
www.viarhona.com
www.facebook.com/viarhona

모터바이크로 떠나는 오베르뉴 로드트립
오베르뉴에는 모터바이크로 2-3 일 소요되는 루트 8개, 4-7일이 소요되는 대규모 루트 1개가 있다. 여행
객은 다양한 종류와 상태의 길을 취향에 따라 택할 수 있으며, 오베르뉴의 주요 관광지를 탐험하며 중간
중간 나타나는 푸드 스탑에 들를 수 있다. 숙소는 호텔 및 호스텔, 민박, 캠핑장 등으로 다양하며 길을 따
라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소도 설치되어 있다. www.auvergne-motorbike.com

위그노 파의 발자취를 따라 하이킹
‘쉬르 레 파 데 위그노(Sur les pas des Huguenots)’는 1685년 낭트 칙령이 폐기됨에 따라 도피네
(Dauphiné)에 살던 신교도 집단이었던 위그노가 스위스와 독일로 망명할 때 밟았던 길을 되짚는 유럽의
인문학 하이킹 트레일이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가 한데 모여 복원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프
랑스 국경 내의 코스는 포에라발(Poët-Laval)의 신교도 박물관(Musée du Protestantisme)에서 시작되어 여
러 골짜기를 거친 뒤 이제르(Isère)에서 끝난다. 그르노블(Grenoble)과 샹베리(Chambéry) 사이에서 이 하
이킹 트레일은 샤르트루즈 산괴(Massif de la Chartreuse)의 오르막길로 이어진다. 길은 곧 부르제 호수(Lac
du Bourget) 부근에서 액스레뱅(Aix-les-Bains)을 통해 세셀(Seyssel)에서 론 강에 닿으며, 이어 샹시
(Chancy)에서 국경을 넘어 스위스의 제네바 서쪽으로 뻗는다. 프랑스에서는 특정 구간을 자전거나 말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다국적 프로젝트답게 웹사이트는 네 가지 언어로 제공되며, 세세한 여행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각 구간의 난이도와 역사문화적 해설, 숙소 등의 시설에 관한 정보가 올라와 있다.
2015년 프랑스 국경 내부 구간은 프랑스 하이킹 연맹(Fédération Française de Randonnée)의‘GR(장거리 하
이킹 등급)’ 등급을 수여 받았다. 프랑스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하이킹 단체의 마크인 만큼
고품질의 경험이 보장된다. www.surlespasdeshuguenots.eu
현지 관광 에이전시를 통해 다양한 하이킹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여행객을 위한 짐가방 이동 서비
스도 제공한다. www.safrantours.com, www.vercors-escapade.com, www.pedestr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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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로나 @OneAyOne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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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과 웰빙
오베르뉴 론 알프 주의 온천 리조트는 24곳으로, 프랑스 온천 리조트의 약 25%를 차지한다. 전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온천 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치유적 특성 이외에도 웰빙과 내면의 평화 등 미
래의 키워드를 지향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웰빙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자기 자신을 돌
보고 건강을 지키며 새롭게 활력을 찾고자 하는 대중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나아가고 있다.
온천 스파를 방문하면 개인에 대한 홀리스틱한 접근을 추구하는 다양한 고품질 테라피를 받을 수 있다.
온천욕은 웰빙 트리트먼트의 일부로, 이미 2천 년 전 로마인들은 ‘테르마이(thermae)’라는 온천욕장을 만
들어 공중보건을 유지한 바 있다.
오베르뉴 론 알프 주의 온천욕장은 전통적인 온천 트리트먼트와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테라피 요법을
결합해 단기 휴가, 주말 및 일일 패키지로 제공한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과로, 스트레스, 체중 문제, 허
리 통증 등에 맞설 테라피와 요양, 암 회복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인기 관광지
유럽 최대의 메디컬 온천 스파, 비쉬 셀레스탱 온천 스파(Vichy Célestins Thermal Spa)
나폴레옹 3세가 즐겨 찾던 당대 ‘온천 리조트의 여왕’ 비쉬에는 온천욕장, 오페라 극장, 독특한 빌라, 럭셔
리 호텔, 두 채의 카지노 건물, 경마장, 두 개의 18홀 골프 코스 등 과거의 호화로움을 짐작하게 하는 시
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알리에 호수(Lac d’Allier) 주변으로 펼쳐진 140헥타르에 달하는 토지와 정원, 보호
구역도 빼놓을 수 없다. 비쉬 온천 스파는 유럽에서 크기와 명성으로는 손꼽히는 곳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이곳에서는 개인을 홀리스틱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예방과
예측, 개인성과 참여라는 측면에서 자연 테라피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이의 건강과 뷰티, 피트니스
잠재력을 최대치로 이끌어 낸다. 이곳의 글로벌 건강 센터 및 웰빙 공간, 안티에이징 뷰티 트리트먼트는
안정과 내면의 대화, 관조를 장려하는 분위기로 가득하며, 누구나 비쉬만의 비법으로 개별적인 집중 케어
를 받을 수 있다. www.vichy-spa-hotel.fr/en
디톡스 브레이크: 비쉬 셀레스탱 온천 스파 호텔에서는 4일에 걸친 디톡스 프로그램이 전문 스태프에 의
해 진행된다. 비쉬의 온천수 치료로 쌓인 노하우에 기반한 트리트먼트와 맞춤 건강 메뉴로 몸 안에 남아
있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

www.vichy-spa-hotel.fr/en/thermal-spa/your-stay-spa-hotel-health-well-

being-beauty-3-days-and-3-nights/detox-cure
에비앙르뱅의 에비앙 온천 스파(Thermes d'Evian, Évian-les-Bains)
에비앙 광천수는 알프스의 자연 보호구역에서 그 여정을 시작한다. 하늘에서 떨어진 비와 눈이 3만 5천
년도 전에 형성된 산악지대에 내려앉고, 15년도 넘는 시간 동안 암석을 뚫고 나와 그 유명한 에비앙 생수
가 되는 것이다.
마그네슘과 칼슘의 밸런스가 좋은 순수한 물로 알려진 에비앙에는 아주 적은 양의 미네랄이 들어 있다.
에비앙은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뇨제로서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에비앙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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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에서는 외부적 하이드로테라피와 이뇨 테라피(내부적 하이드로테라피)를 함께 진행한다. 무기염(無機
鹽) 함량과 중성 pH 덕에 에비앙은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물로, 특히 아이와 임산부, 모유수유를 하는 엄
마에게 좋다. www.evianresort.com/en/well-being-spas/thermal-spa-evian/
엄마와 아기를 위한 프로그램: 젊은 산모와 아기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3일에서 5일에 걸친 웰빙 휴
양을 통해 출산 후 회복을 돕는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엄마는 매일 아침 ‘베이비 마사지’, ‘노래하
는 베이비’, ‘아쿠아 베이비’, ‘베이비 탐구’ 세션에 참가해 아기와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오후에는
엄마가 뷰티 및 휴식 트리트먼트 등 웰빙 프로그램을 즐기는 동안 베이비 리조트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
공한다.
www.evianresort.com/en/stay-break-holidays-offers/baby-mother-programme-at-the-spa-evian-source/
환경 친화적인 체중감량, 브리드레뱅(Brides-les-Bains)의 그랑 온천 스파(Le Grand Spa Thermal)
브리드레뱅은 체중감량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의사와 건강 전문인력이 대기하는 프랑스 유일의 마을이다.
www.thermes-brideslesbains.com/
6일 트리거 프로그램, ‘슬림 인 브리드’: 건강한 방법으로 장기간 체중감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
램. 6일에 걸쳐 영양사와 트레이너의 코칭을 받는 등 전문인들과 함께 몸선을 다듬고 건강한 방법으로 차
분히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을 익힌다. 또한 브리드레뱅에서는 혈액순환과 디톡스에 좋은 1일 온천 테라
피도 받을 수 있다. www.thermes-brideslesbains.com/content/6-day-kick-start-treatment
가벼운 다리를 위한 라 레셰르레뱅(La Léchère-Les-Bains)의 오 데 로즈 스파(Spa Õ des Lauzes)
www.radianaresort.com/en/installations.html 해발고도 440m에 위치한 라 레셰르레뱅은 사부아(Savoie) 중
심에 있는 온천 리조트로, 주변으로는 빙하와 호수, 강 사이로 깨끗한 공기와 자연이 펼쳐진다. 라 레셰르
온천(Thermes de la Léchère)에 있는 센터는 큰 온천 공원으로, 희귀 나무와 숲, 산에 둘러싸여 있다.
시즌에 따라 즐기는 스키/래프팅과 스파
1월과 3월이 되면 이곳에서는 발모렐(Valmorel)이나 쿠르슈벨(Courchevel)에서 스키를 탄 뒤 3시간에 걸
친 스파 세션을 즐길 수 있다. 숙소는 발모렐, 쿠르슈벨, 메리벨(Meribel) 등 다양한 스키 리조트와 인접한
3성 라디아나 호텔(Hôtel Radiana)로, 호텔은 대형 온천 시설의 일부이기도 하다. 4월부터는 16km에 달하
는 이제르(Isère) 강에서의 래프팅과 스파 세션, 라디아나 호텔 1박으로 구성된 일정이 가능하다. 기타 사
항은 사전 문의로 조정할 수 있다. www.radianaresort.com/en/different-formula.html

몽도르 온천(Thermes du Mont-Dore) @J. Mondi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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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
오베르뉴 론 알프 주는 프랑스 문화의 중심지다. 이곳의 단순하면서도 풍요로운 문화유산 중에는 로마네
스크 양식의 예술과 건축물, 수많은 성,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 선정된 22개 마을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8곳이 있다. 또한 미술관과 컨템퍼러리함을 뽐내는 지구가 많아 어디서나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다. 오베르뉴 론 알프 주만의 문화를 조명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페스티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재즈
아 비엔느(Jazz à Vienne), 리옹 현대미술 비엔날레, 생 테티엔 국제 디자인 비엔날레, 셰즈디외 음악 페스
티벌, 앙브로네 페스티벌, 클레르몽 페랑 국제 단편영화제, 오리악 세계 거리극축제, 리옹의 뉘 소노르 페
스티벌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연중 지속된다.
2015년 인기 문화공간과 집계 방문객 수


콩플뤼앙스 박물관(Musée des Confluences): 880,600명
www.museedesconfluences.fr/fr/visit-museum



퐁다르 동굴(Caverne du Pont d’Arc): 474,000명 http://en.cavernedupontdarc.fr/



리옹 미술관(Musée des Beaux-Arts de Lyon): 300,000명 www.mba-lyon.fr



그리냥 성(Château de Grignan): 180,202명
www.chateaux-ladrome.fr/en/chateau-of-grignan



리옹 미니어처 및 영화 박물관(Musée miniature et cinéma de Lyon): 170,000명
www.museeminiatureetcinema.fr



그르노블 미술관(Musée de Grenoble): 166,973명 www.museedegrenoble.fr



집배원 슈발의 궁전(Palais idéal du Facteur Cheval): 158,651명 www.facteurcheval.com



리옹 현대미술관(Musée d'Art Contemporain de Lyon): 130,000명 www.mac-lyon.com



안시 성·박물관(Château-musée d’Annecy): 113,417명
musees.agglo-annecy.fr/Chateau-d-Annecy



로얄 드 브루 수도원(Monastère Royal de Brou): 112,860명 www.monastere-de-brou.fr



뮈롤 성(Château de Murol): 105,000명 http://murolchateau.com/?lang=en

도시 및 소도시
리옹(Lyon)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도시 리옹에서 문화는 꽃을 피운다. 프랑
스에서도 손꼽히는 리옹 미술관(Musée des Beaux-Arts de Lyon)은 장엄한 17세기 건물다운 장엄함을 뽐낸
다. 70개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은 고대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 다양하며, 루벤스, 모네, 피카소
등 유명 예술가의 작품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크리스탈과 구름을 형상화한 외양의 건물에 자리한 콩플
뤼앙스 박물관(Musée des Confluences)에는 학자와 아마추어 수집가들이 마련한 독특한 전시품들이 방문
객을 기다리며, 상설 및 단기 전시회에서 접할 수 있는 작품은 2백만 점이 넘는다. 한편 빌라 뤼미에르
(Villa Lumière)에 있는 뤼미에르 영화 박물관(Institut Lumière)에서는 1895년 루이 뤼미에르(Louis Lumi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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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명한 영화의 예술과 과학, 역사를 기념한다. 또한 시테 앙테르나쇼날(Cité Internationale)에 위치한
현대미술관(Musée d'Art Contemporain)에서는 오직 단기 전시만이 기획된다. 마지막으로 리옹과 생로맹엉
갈(Saint-Romain-en-Gal)에 있는 갈로로망 박물관(Musée gallo-romain)에서는 갈리아 인들의 유적을 살펴
볼 수 있다. 도기와 보석, 동상과 같은 유물과 온천욕장과 로마식 극장 등의 유적이 전시되어 있다.
www.mba-lyon.fr / www.museedesconfluences.fr / www.institut-lumiere.org / www.mac-lyon.com /
www.musees-gallo-romains.com / www.en.lyon-france.com
클레르몽 페랑(Clermont-Ferrand)
오베르뉴(Auvergne)의 주도(主都)인 클레르몽 페랑은 화산지대 기슭에 자리한, 2천 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
한 도시다.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 지어진 건축물은 구시가지에서 빛은 발한다. 노트르담 뒤 포르(NotreDame du Port) 성당의 바실리카는 오베르뉴 로마네스크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에 등재되었다. 검은 화산석으로 지은 독특한 고딕 양식의 성당은 하늘 높이 솟아 도시를 굽어본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명성을 자랑하는 극장 코메디 드 클레르몽 페랑(Comédie de Clermont-Ferrand), 전국에서
손꼽히는 음악 공연장 쿠페라티브 드 마이(Coopérative de Mai), 대형 콘서트홀 제니트(Zénith) 등이 있는
클레르몽 페랑의 문화 시즌은 활기가 넘친다. 이곳은 또한 공업도시이기도 한데, 세계적인 타이어 브랜드
미슐랭(Michelin)의 본고장이 바로 클레르몽 페랑이다. 2,000m2에 달하는 공간의 전시관은 첫 탈착식 타이
어부터

달에서

쓰인

타이어까지

발명한

미슐랭의

역사에

이어

미래의

비전을

보여준다.

https://laventure.michelin.com / 이 외에도 신설 럭비 박물관 ASM 엑스페리앙스(ASM Expérience)에서 독
특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www.asm-rugby.com/asm-experience / www.clermont-fd.com
오리악(Aurillac)
몽 뒤 캉탈(Monts du Cantal) 산맥 기슭의 오리악에는 특히 건축 관련 문화유산이 넘쳐난다. 오리악의 오
래된 구역에는 알록달록한 지붕과 석재 벽돌이 아직도 남아 있다. 골목을 나서면 치즈 마켓과 요르단
(Jordanne) 강가의 구식 저택, 오리악을 세운 이의 이름을 딴 생제로(Saint Géraud) 성당과 17세기 타운하
우스들이 나온다. 오리악은 또한 자연과 가까운 살기 좋은 곳으로, 불과 40km 떨어진 퓌 마리(Puy Mary)
산 덕택에 다양한 아웃도어 스포츠가 인기다. 이곳에는 또한 국립 마사와 경기장, 승마학교도 있다.
www.iaurillac.com
샹베리(Chambéry)
과거 사부아 공국(Duché de Savoie)의 수도였던 샹베리는 물의 도시로,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곳의 건물은 물 위로 솟아 있다. 도심에서는 이탈리아의 건축 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유명한 코끼리 분
수(Fontaine des Eléphants)는 이곳의의 후원자 부아뉴 백작(Comte Benoît de Boigne)을 기리며 세워진 것
이다. 샹베리의 미술관에는 14세기, 18세기의 이탈리아 회화가 많이 전시되어 있으며, 피렌체, 베네치아,
나폴리, 볼로냐의 훌륭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도시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장자크 루소가 수년간
살았던 레 샤르메트(Les Charmettes) 저택이 나온다. 루소는 『고백록』과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에서 샹
베리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www.musees.chambery.fr / www.chambery-touris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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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노블(Grenoble)
알프스의 중심부에 자리한 그르노블은 산에 둘러싸인 도시다. 이곳에서는 스탕달의 발자취를 좇아 그에게
헌정된 박물관을 둘러봐도 좋고, 그르노블 미술관(Musée de Grenoble)에 들러 900점 이상이나 되는 1321세기 회화를 감상해도 좋다. 비누거품을 연상시키는 모양의 ‘버블 케이블카’를 타고 바스티유 요새(Fort
de la Bastille)로 향하면 산악 군대 박물관(Musée des Troupes de Montagne)과 현대 미술 센터, 아크로바
스티유(Acrobastille)와 숨 막히는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www.bm-grenoble.fr / www.museedegrenoble.fr / www.grenoble-tourisme.com/en/

퓌앙블레(Puy-en-Velay)
멋진 타운하우스가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나서면 퓌앙블레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눈앞에 펼쳐진
다. 이곳은 순례의 도시로서 산티아고 순례길로 이어지는 주요 4개 길 중 하나인 ‘르 퓌 길’의 출발점이
다. 1998년 노트르담 뒤 퓌(Notre-Dame du Puy)성당과 오텔 디외(Hôtel Dieu) 호텔, 이곳과 오스타바
(Ostabat) 사이의 길 7개 구간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www.ot-lepuyenvelay.fr
생 테티엔(Saint-Etienne)
생 테티엔은 45개 주민자치체로 구성된 프랑스 유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다. 선구적이고 창의력 넘치는
디자인의 도시답게 국제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리는 곳으로, 여러 미술관에서는 언제나 대규모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쿠리오 광산 박물관(Puits Couriot-Parc Musée de la Mine), 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예술 및 공업 미술관(Musée d’Art et d’Industrie), 축구 박물관(Musée des Verts)
과 연중 열리는 행사에 주목할 만하다. www.musee-mine.saint-etienne.fr / www.mam-st-etienne.fr /
www.musee-art-industrie.saint-etienne.fr / www.museedesverts.fr / saint-etiennetourisme.com
발랑스(Valence)
쇼핑하기 좋은 거리의 파스텔톤 벽과 손님을 환영하는 테라스에는 고풍스러움이 가득하다. 발랑스의 구
도심으로 들어가면, 과거 교황이 지내던 성에 들어선 발랑스 미술관(Musée de Valence)에서는 지역의 선
사시대

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감상할

수

있다.

www.museedevalence.fr

/

www.valence-romans-

tourisme.com/en/
비쉬(Vichy)
과거에 비해 면적은 작아졌지만, 나폴레옹 3세가 즐겨 찾던 ‘온천 리조트의 여왕’다운 면모는 여전하다.
비쉬의 건축에 영향을 준 양식은 비잔틴, 무어, 베네치아, 네오고딕, 영국, 아르데코 등 다양하며, 고급 건
축물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알리에 호수(Lac d’Allier) 주변의 건물들과 오페라 하우스, 온천욕 센터, 멋진
나무로 가득한 공원 외에도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만 같은 풍경이 사방에 가득해 명실상부한 ‘프렌치 리
비에라’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 카지노와 골프 코스, 경마장까지 있는 비쉬는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한
휴양지로는 최적의 장소다. www.vichy-destination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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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베르뉴 론 알프 주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장소라면 유네스코 세계 자연 및 문화유산 후보에 오를 수 있다.
오베르뉴 론 알프 주에는 선사시대부터 근세에 이르는 다양한 유네스코 유산이 가득하다.
역사를 간직한 리옹은 전체 면적의 10%가 199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바로 리옹의
구시가지와 푸르비에르(Fourvière) 및 크루아루스(Croix-Rousse) 언덕, 프레스킬(Presqu'île) 구역이다. 두 줄
기의 강과 두 언덕, 강기슭 네 곳까지 품은 리옹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반영해 주듯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이 진행되어 온 곳이다. 푸르비에르 언덕에 오르면 2천 년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다.
www.en.lyon-france.com
알프스의 돌더미 산은 2011년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6개 국가에 걸쳐 알프스 산지의 호수과 강, 해안가
및 습지에 연대가 BC 5,000-500으로 추정되는 주거 유적 111곳이 ‘대단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
명된 것이다. 이 돌더미 산은 프랑스에는 11곳이 있으며, 4곳은 오베르뉴 론 알프 주에 있다. 각각 애그블
래트 호수(Lac d’Aiguebelette), 부르제 호수(Lac du Bourget), 안시 호수(Lac d’Annecy), 레만 호숫가(Lac
Léman)다.
쇼베 동굴(Grotte Chauvet)로도 알려진 퐁 다르(Pont d’Arc)의 동굴벽화는 2015년 등재되었다. 1994년 발
견된 이 동굴벽화는 완벽한 보존상태와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림으로 세계인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2015
년 개장한 동굴벽화 박물관(Caverne du Pont d’Arc)에는 모든 벽화와 스케치, 동굴의 주요 지질학 및 고고
학적 특징을 최대한 본따 만든 모형이 전시돼 있다. 쇼베 동굴의 습도와 어둠, 냉기도 놓치지 않았다.
www.cavernedupontdarc.fr
산티아고 순례길(Chemins de Pèlerinage de Saint-Jacques-de-Compostelle)과 관련해 1998년 여러 지역
의 건물들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 중 오베르뉴 론 알프 주에는 두 지역의 건물이 선정되었는데,
바로

클레르몽

페랑의

노트르담

뒤

포르(Notre-Dame

du

Port)

성당

(www.clermontferrandtourism.com/discovery/sites-monuments)과 퓌엉블레(Puy-en-Velay)의 노트르담 뒤
퓌(Notre-Dame du Puy)성당과 오텔 디외(Hôtel Dieu) 호텔(www.ot-lepuyenvelay.fr)이다.
모더니즘 운동에 기여한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물 17개 중 프랑스에는 11개, 그 중 2개는 오베르뉴 론 알
프

주에

있다.

바로

2016년

http://sitelecorbusier.com/en/)와

등재된

피르미

에뵈(Éveux)의

문화센터(Maison
라

투레트

de

la

Culture

수도원(Couvent

de

de
la

Firminy,
Tourette,

www.couventdelatourette.fr/)이다.
3곳의 지질공원, 즉 몽 다르데슈(Monts d'Ardèche, 2014년), 샤블레(Chablais, 2012년), 마시프 데 보주
(Massif des Bauges, 2011년)은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지역의 다양한 지형을 보여주는 이들 지질공원
은 생명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자연의 보고다. 보졸레(Beaujolais) 지질공원 역시 2018년 자연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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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될 예정이다.

인기 관광지
오트리브(Hauterives)의 집배원 슈발의 궁전(Palais idéal du Facteur Cheval)
1879년 집배원 슈발은 오트리브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이틀 연속으로 특이한 모양의 조약돌을 발견
하고는 그 돌로 ‘완벽한 궁전’을 짓겠다는 열의에 사로잡힌다. 무성한 정원 속 아무도 살지 못하는 궁전에
신화와 상상 속 존재들이 노닐고 한쪽으로는 폭포가 흐르며, 세상 모든 건축 양식을 담은 건물을 짓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인 건축물이 탄생했다. 모든 건축 규제를
무시하고 지어진, 전 세계에 하나뿐인 이 궁전은 한 세기가 넘게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특
히 초현실주의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나이브 아트(naïve art, )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1969년 나이
브 아트로 역사적 기념물에 등재되었다. www.facteurcheval.com
그랑드 샤르트뢰즈 박물관(Musée de la Grande Chartreuse)
샤르트뢰즈 산맥 중심부에 자리한 이 박물관은 1084년 성 브뤼노가 창설한 카르투지오회 (Carthusian
Order) 수도원에서 2km 거리에 있다. 카르투지오회의 900년에 걸친 신비한 역사와 수도승의 삶의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 www.musee-grande-chartreuse.fr
그리냥 성(Château de Grignan)
드롬(Drôme)의 전원에 있는 이 성은 프랑스 르네상스와 고전주의 시대의 건축 양식을 반영한다. 세비녜
후작 부인은 17세기 당시 이곳에 몇 차레 머문 바 있다. 혁명의 시대에 해체되었다가 20세기 초반에 재
건축된 성으로, 서로 다른 시대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www.chateaux-ladrome.fr/en/
물랭(Moulins)의 국립 극의상 센터(Centre National du Costume de Scène)
알리에(Allier) 강변 4헥타르에 달하는 구역에 세워진 역사적 기념물 등재 건물에 자리한 극의상 센터. 프
랑스 국립도서관과 국립극장(Comédie-Française), 파리 오페라에서 가져온 만 벌에 달하는 극예술 의상이
있다. 이 세 곳 외에도 누레예프 재단, 크리스티앙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 프랭크 소르비에(Frank
Sorbier)와 같은 극의상 제작자, 극단, 무대 퍼포머 및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기증받은 의상도 있다.
www.cncs.fr/?language=en-gb

쇼베 동굴 @C. Fougei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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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관련 연락처
해외


아시아 및 중동
레이첼 그르고리 r.gregoris@auvergnerhonealpes-tourisme.com

포토 라이브러리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사진을 활용하고 싶다면 다음 오베르뉴 론 알프 사이트로 연락해 주세요.
http://phototheque.auvergnerhonealpes-tourisme.com/
소량의 사진 활용을 위해서는 ‘등록 안 한 유저’를 선택하고 장바구니에 이미지를 넣은 다음, 다운로드 요
청을 보내면 파일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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