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계획
오베르뉴 베스트 여행 코스
4 박 5 일 일정
나폴레옹 시대의 건축물과 공원이 있는 비시(Vichy)의 아름다운 온천 리조트 /
산악열차로 둘러보는 오베르뉴 화산 지대 / 클레르몽 페랑의 유네스코 등재 포르
노트르담 대성당과 미슐랭 박물관(Aventure Michelin) / 프랑스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마을 몽페이루(Montpeyroux) / 산티아고 순례길의 출발지점 퓌 앙
블레(Puy en Velay) / 유네스코 등재 퓌 노트르담 대성당 / 미슐랭 3 스타 레지
마르콩(Régis Marcon)의 레스토랑이 있는 생 보네 르 프루아(Saint Bonnet Le
Froid) / 유네스코 등재 도시이자 프랑스 미식의 수도 리옹

출발지: 파리

Day 1 – 파리 PARIS – 비시 VICHY (숙박: 비시)
파리 베르시(Bercy) 역에서 출발, 비시 도착(2 시간 50 분 소요)
비쉬 셀레스탱 온천 스파 호텔(Hotel Spa Des Célestins Vichy) 체크인
브라스리 뒤 카지노(Brasserie du Casino) 또는 시내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
나폴레옹 3 세 집권 당시 ‘온천 휴양지의 여왕’으로 알려졌던 비시를 산책하며 벨
에포크 시대의 멋을 그대로 간직한 건물과 공원 감상
오후에는 비시의 온천 스파 체험 이후 시내에서 쇼핑
시내의 레스토랑 또는 알리에(Allier) 호숫가에서 저녁식사
카지노 체험 또는 아름다운 비시 오페라에서 공연 관람
비시에서 취침
Day 2 – 클레르몽 페랑 CLERMONT FERRAND (숙박: 클레르몽 페랑)
아침에 미슐랭 열차를 타고 파노라미크 데 돔(Panoramique des Dômes) 산악열차로
이동(50km, 1 시간 소요), 오베르뉴 화산 지대 구경
정상에 올라 워킹 투어 및 사진 촬영, 점심식사
오후에는 클레르몽 페랑으로 이동해 미슐랭 박물관 방문 및 시내 가이드 투어 특히 유네스코 등재 건물이자 용암석으로 지어진 장엄한 고딕 및 로마네스크 양식의
포르 노트르담 대성당(Romanesque basilica Notre-Dame-du-Port) 방문
시내 레스토랑이나 비스트로에서 저녁식사(트뤼파드(Truffade), 포테 오베르냐트(potée
auvergnate), 알리고(aligot), 프티 살레 오 랑티유(petit salé aux lentilles), 슈
파르시(chou farci), 폼프 오 폼므(pompe aux pomme) 등 지역 별미 맛보기)
클레르몽 페랑 에서 취침

Day 3 – 몽페이루 MONTPERYROUX – 퓌 앙 블레 PUY EN VELAY – 생 보네 르
프루아 SAINT BONNET LE FROID (숙박: 생보네르프루아)
아침에 퓌 앙 블레로 출발, 중간에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라벨을 받은
몽페이루(23km, 20 분 소요)에 들르기
르 퓌앙블레 도착(105km, 1 시간 30 분 소요), 시내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
역사의 흔적이 가득한 퓌 앙 블레 답사(화산구 위에 우뚝 솟은 생 미셸 데기유
예배당(Saint-Michel

d'Aiguilhe

chapel)과

문화유산에 등재된 퓌 노트르담 대성당)

도시를

굽어보는

성모상,

유네스코

미슐랭 3 스타에 빛나는 레지 마르콩 셰프의 레스토랑이 있는 생 보네 르
프루아(Saint Bonnet le froid)로 출발(60km, 1 시간 소요) 레지 & 자크 마르콩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퓌 앙 블레 또는 생 보네 르 프루아의 수르스 뒤 오 플라토 스파 호텔(Hotel Spa
Sources du haut Plateau) 에서 취침
Day 4 – 리옹 LYON (숙박: 리옹)
아침에 미식의 수도, 리옹으로 출발(100km, 1 시간 30 분 소요)
리옹에 도착해 리옹 폴 보퀴즈 시장 방문
리옹의 전통 레스토랑 부숑에서 점심식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리옹 탐방(푸르비에르 언덕, 갈로 로만 유적지,
푸르비에르 노트르담 성당, 리옹 구시가지(Vieux Lyon), 르네상스 지구의 건물 사이로
숨겨진 통로 트라불(traboules), 프레스킬(Presqu’ile 구역), 테로 광장 근처의 실크
공방 아틀리에 드 수아리 방문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 폴 보퀴즈에서 저녁식사 후 나이트 라이프 즐기기
리옹에서 취침
Day 5 – 리옹 LYON – 더 빌리지 THE VILLAGE 아울렛 쇼핑 – 출발
아침에 빌르퐁텐(Villefontaine)으로 이동, 프렌치 쇼핑 아울렛 더 빌리지 방문
더 빌리지 아울렛에서 점심식사(세금 환급 서비스 제공)

리옹의 생텍쥐페리 공항으로 이동(12km, 15 분 소요)
일정 마무리

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