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계획
유네스코 여행
4 박 5 일 일정
프랑스 오베르뉴 론알프 주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만 9 곳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도시 리옹과 럭셔리 쇼핑 여행지, 생테티엔의 르 코르뷔지에 건축물,
퓌 앙 블레(Le Puy en Velay), 선사 시대 벽화로 유명한 퐁 다르 동굴(Caverne du
Pont D’Arc)이 있는 아르데슈 협곡, 가르 수도교를 거쳐 아비뇽으로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출발지: 파리
Day 1 – 파리 – 리옹 (숙박: 리옹)
아침에 파리에서 TGV 를 타고 리옹에 도착(2 시간 소요), 호텔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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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피르미니 FIRMINY – 생테티엔 SAINT ETIENNE (숙박: 생테티엔)
아침에 피르미니로 이동(70km, 1 시간 10 분 소요), 세계적인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유네스코 등재 르 코르뷔지에 건물 방문

생테티엔으로 이동 (14km, 20 분 소요), 디자인의 도시 생테티엔 시내에서 점심식사
오후에 생테티엔의 예술 및 산업 박물관 및 디자인 박물관 방문
생테티엔 호텔 체크인, 시내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생테티엔에서 취침

Day 3 – 퓌 앙 블레 PUY EN VELAY (숙박: 르 퓌 앙 블레)
아침에 퓌 앙블레로 출발(75km, 1 시간 소요)
역사의 흔적이 가득한 퓌 앙 블레 답사(화산구 위에 우뚝 솟은 생 미셸 데기유
예배당과 도시를 굽어보는 성모상,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퓌 노트르담 대성당)

퓌 앙 블레 시내에서 점심식사

오후 동안 르 퓌 앙 블레의 아름다운 골목길과 상점가 탐방
퓌 앙 블레 시내에서 저녁식사
퓌 앙 블레에서 호텔 체크인

퓌 앙 블레에서 취침

Day 4 – 아르데슈 협곡 ARDECHE GORGES – 발롱퐁다르 마을 VALLON DU PONT
D‘ARC (숙박: 그리냥)

아침에 아르데슈 협곡의 발롱 퐁 다르 마을로 출발(120km, 2 시간 20 분 소요)
프랑스의 훌륭한 관광지에게 수여하는 “그랑 시트 드 프랑스 (Grand Site de
France)”로 공식 선정된 최고의 자연 경관 감상
유네스코 등재 선사시대 동굴 퐁 다르 동굴(Caverne du Pont d’Arc)방문 후 점심식사

오후에 생 르메즈(Saint Remèze)로 이동(13km, 15 분 소요), 라벤더 박물관 방문
아름다운 그리냥 마을 방문(40km, 45 분 소요), 부티크 호텔인 클레르 드 라 플륌
호텔(Hôtel le Clair de la Plume) 또는 지역의 다른 매력적인 호텔 체크인
호텔 내 미식 레스토랑 르 클레르 드 라 플륌에서 저녁식사

드롬 프로방살(Drôme Provençale)에서 취침
Day 5 – 그리냥 GRIGNAN – 가르 수도교 PONT DU GARD – 아비뇽 AVIGNON
아침에 그리냥 마을과 프랑스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르네상스 양식의 성이자 작가
세비녜(Sévigné) 후작부인으로 인해 유명해진 그리냥 성 방문
비스트로 또는 마을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

오후에 가르 수도교(水道橋)로 이동(80km, 1 시간 15 분 소요)
가르 수도교 탐사 이후 아비뇽으로 이동(25km, 35 분 소요)
아비뇽에서 호텔 체크인, 저녁식사

아비뇽에서 취침, 여행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