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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참여하기, 직접 요리해보기, 리무진이나 열기구를 타고 파리 둘러보기, 파리지앵의 

집 체험하기 등, 파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아무리 많은 날을 체류한다 해도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모두 경험하기엔 부족하다.  

현재 놀이, 공연,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이드 투어가 제공되고 있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는 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둘러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파리를 더욱 흥미롭게 즐기려면 파리의 비밀스러운 장소들에 대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파리지앵들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한다. 디자인, 사진 아틀리에, 와인 

시음, 영화 탐방 등을 주제로 하는 테마코스를 통해서도 파리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수중에서, 공중에서, 지하에서, 도보로 또는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파리가 지닌 

수 없이 많은 매력을 만나보자. 

 

놀라운 투어 

가볍게 스마트폰을 들고 스스로 혹은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새롭게 파리를 

둘러보자.  

 

> 비밀이 없는 파리 

전문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문화 유적을 둘러 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투어가 또 

있을까? 좋은 소식은 파리에는 박물관 내부를 관람하거나 시티 투어를 할 때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숨겨진 일화와 문화 유적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열정 가득한 가이드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공동성, 진정성, 통찰력을 사명으로 내세우는 업체 로베르 핑크(Robert Pink)는 유명 

관광지를 현대미술이나 초콜렛같은 테마와 연계시키며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발라드 뒤 르나르(Balades du Renard)는 조심스럽게 비밀을 간직한 듯, 막다른 골목 

깊숙이 탑을 감싸며 도시 꼭대기에 자리한 기묘한 암석처럼 아주 오랜 역사가 빚어낸 

유적지 투어를 제안한다. 

파리 데달(Paris Dédale)은 파리의 죄인, 재판관, 군인 등 다양한 스토리로 특별한 가이드 

투어를 준비했다. 

음악과 미식 애호가인 브레 파리 (Vrai Paris)의 기욤 르 루(Guillaume Le Roux)는 

맛집들을 소개해주며 생각지도 못한 파리만의 독특한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다. 

 

거리 한 켠에서는 옛 시대의상, 발레, 시 낭송 등으로 관광객들을 시와 공연의 세계로 

초대한다. 코미디언, 마술사, 곡예사, 광대들은 파리의 거리를 무대로 삼아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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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시나요?  레 알(Les Halles)거리를 거닐다 보면 몰리에르의 생가를 무려 두 

곳이나 발견할 수 있다. 모두가 아는 이 극작가는 파리 1 구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퐁 

뇌프(Pont Neuf)거리 31 번지가 아닌 소발(Sauval)거리와 생 토노레(Saint-

Honoré)거리 끝에 그의 생가가 존재한다. 31 번지에는 내장장수가 살았는데, 장 

바티스트 포클랭(Jean-Baptiste Pocquelin, 몰리에르의 세례명)의 흉상과 조각을 

전시하며 그의 인기를 개인돈을 벌고 장사하는데 이용했다고 한다.  

 

A journey in Paris – www.ajourneyrinparis.com 

Aimer Paris Tours – www.aimerparistours.com 

스칸디나비아어 통역가이드 및 연사 협회(APGILS - Association de Guides-

Interprètes et Conférenciers Professionnels en langues scandinaves) - 

www.apgils.com 

러시아어 통역 가이드 협회(Association des guides interprètes de langue russe – 

AGILR) - www.agilr.org 

Les balades de Magalie – www.lesbaladesdemagalie.com 

Les balades du Renard – www.les-balades-du-renard.com 

Dom in Paris – www.dominparis.com 

국립 통역가이드 연맹(Fédération nationale des guides interprètes) – www.fngic.fr 

1 visit 4 you – www.1visit4you.com 

Paris par Rues Méconnues – www.facebook.com/ParisParRuesMeconnues/ 

Paris pour un jour – www.parispourunjour.fr 

Paris toujours – www.paris-toujours.fr 

Sandy Paris Tours – sandytours.com 

Le Vrai Paris – www.levraiparis.com 

Robert pink - www.robertpink.com 

Helptourist - help-tourists-in-paris.com 

Discover Paris - www.discoverparis.net 

Walking Steps - https://www.walkmysteps.com/ 

Claudia’s Secret Paris : claudiassecretparis.fr 

Ô mon Paris ! : www.omonparis.fr 

J & L Paris - www.jl-paris.com/ 

Art Town - www.artandtown.fr 

Paris a Dream - www.paris-a-dream.com 

Mon beau paris - monbeauparis.com 

Ahlene Paris - www.ahlene-paris.com/ 

Balwinder Prabhakar - www.guideinparis.me/ 

Calliopée, l’échappée culturelle - www.calliopee.paris 

Mes Sorties Culture - www.messortiesculture.com 

Guidetours - www.ultimateparisguide.com 

Echappée belle - www.echappee-belle.com 

http://www.ajourneyrinparis.com/
http://www.aimerparistours.com/
http://www.apgils.com/
http://www.lesbaladesdemagalie.com/
http://www.les-balades-du-renard.com/
http://www.dominparis.com/
http://www.1visit4you.com/
https://www.facebook.com/ParisParRuesMeconnues/
http://www.paris-toujours.fr/
http://www.levraiparis.com/
http://www.ahlene-paris.com/


보도자료 2018 – 파리관광안내사무소 

 3 

 

P
A
R
IS

 A
U

T
R
E
M

E
N

T
 

Paris par monts et par vaux - www.parisparmontsetparvaux.com 

Paris à l’envers - www.parisalenvers.com 

Paris Capitale Historique - https://paris-capitale-historique.fr 

Paris tour guide Oxana - private-guide-paris.com 

Pont des Arts – www.pont-des-arts.com 

Visitas Guiadas em Paris - www.visitasguiadasemparis.com 

French à la carte - www.private-frenchlessons-paris.com 

Le Bucentaure – www.lebucentaure.com 

Un guide à Paris – unguideaparis.com 

Paris Marais - www.parismarais.com 

Paris Gay Village - www.parisgayvillage.com 

Paris Visites - paris-visites.wixsite.com/paris-visites 

 

공연 관람 

Compagnie Clarance - www.compagnie-clarance.fr 

Visites spectacles – www.visites-spectacles.com 

 

 

> 어린이를 위한 투어 

어린이들이 그들만의 시각으로 스스로 파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 하는 투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박물관, 유적지, 관광지 등 다양한 곳이 준비돼 있으며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다.  

델핀 랑방(Delphine Lanvin)은 한편의 동화처럼 몽마르트의 거리와 라탱 지역을 

소개한다. 

파리스필(Parisphile)은 루브르 박물관에서의 랠리 경주를 제안하는 뎃로우 트레져 

헌트(ThatLou Treasure Hunt)처럼 3 개 이상의 유적지를 찾아내는 내기를 제안한다. 

가이드 투어 오로르 쥬브넬(Aurore Juvenelle)이나 데달(Dédale)은 파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양한 형태로 소개한다.  

13 세부터 18 세의 청소년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레 발라드 드 마갈리(Les 

Balades de Magalie)는 스마트폰에서 잠시나마 벗어 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 

사이트 패밀린’파리(Familin’Paris)는 가족 단위로 파리를 경험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알고 계시나요?  파리의 2 구와 9 구는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아치 통로들로 가득하다. 

파사쥬 주프로와(Passage Jouffroy), 파사쥬 베르도(Passage Verdeau), 파사쥬 데 

파노라마(Passage des Panoramas), 파사쥬 슈아슬(Passage Choiseul), 비비엔느 

갤러리가 바로 그 곳들이다. 부띠끄, 예술 갤러리와 레스토랑들로 가득한 이 곳들은 

차량이 통제되어 있으며 19 세기의 파리의 몸소 느낄 수 있는 명소들이다.  

-  

http://www.parisalenvers.com/
https://paris-capitale-historique.fr/
http://www.visitasguiadasemparis.com/
http://www.lebucentaure.com/
http://www.parismara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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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목적으로 한 투어 

Art Kids Paris – www.artkidsparis.com 

Delphine Lanvin – www.lanvinvisites.com  

Familin’Paris – www.familinparis.fr 

Gin Tonique Tours – www.gin-tonique-tours.fr 

Parisphile – Tel: +33 (0) 1 40 34 71 57 

Paris est une scène – www.paris-scene.com 

Le petit chercheur d’art – www.lepetitchercheurdart.com 

Les Flâneries de Marion – www.flaneriesdemarion.com 

Paris With Art – www.withart.eu 

 

 

랠리와 보물찾기 

Les Balades de Magalie – www.lesbaladesdemagalie.com 

Muses et Musées - www.musesetmusees.com 

ThatLou Treasure Hunt at the Louvre – thatlou.com/fr 

Aurore Juvenelle – www.dedale.org 

 

멀티미디어 공연 

Paris Story – www.paris-story.com 

 

> 파리의 전리품 

7 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파리 보물 찾기(샤스 오 트레조르 드 파리 chasse aux 

Trésors de Paris)는 매년 참가자들의 증가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14 개 구역과 

생투앙(Saint-Ouen)과 생-드니(Saint-Denis)에 이르기까지 시처럼 아름다운 코스가 

2 개국어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이 이벤트는 매년 

3 만명의 유망하고 실력있는 셜록홈즈들을 양성한다.   

키 부 피스테 파리(Qui veut pister Paris? : 파리를 추적하고 싶은 사람 ?)는 여행객들을 

초대해 갖가지 사건을 함께 풀어본다. 컨셉은 팀 별로 각기 다른 장소를 가로 지르며 

실마리를 발견하는 데에 있다. 뫼트르 아 노트르담(Meurtre à Notre-Dame 노트르담 

성당의 살인사건)코스에서는 어쌔신 크리드(Assassin’s Creed)의 한 장면을 재연해낼 수 

있다.   

보물찾기, 파리구경, 탈출게임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애플리캐이션을 받아보자. 

폭시(Foxie)를 다운받아 계정을 만들면 스마트폰에서 추천하는 코스를 구경하며 

수수께끼를 푸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이용은 무료이며 계정을 

만드는 데는 1 분도 걸리지 않는다.    

  

- 알고 계신가요? 13 세기에 시토 수도회의 수도사들을 양성하고 파리 대학(Université 

de Paris)을 대적할 만한 학교를 짓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스러운 콜레주 데 

베르나르댕(Collège des Bernardins, 5 구)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중세시대 건물 중 

http://www.lanvinvisites.com/
http://www.familinparis.fr/
http://www.lepetitchercheurdart.com/
http://www.musesetmusees.com/
http://www.deda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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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자 고딕양식의 결정체이다. 이 곳의 구내 식당은 1871 년 5 월 파리 코뮌이 

진압된 피의 일주일 (semaine sanglante)에 많은 파리지앵의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Chasse aux Trésors de Paris – www.tresorsdeparis.fr 

L’Antichambre – www.lantichambre.paris 

Team Break, the Real Escape Game – www.team-break.fr 

Victory Escape Game – www.victoryescapegame.fr 

Paris ma Belle – www.parismabelle.com (보물찾기) 

Pont des Arts – www.pont-des-arts.com 

Rallye révolutionnaire parisien – 06 76 72 13 46 - www.facebook.com/Rallye-

révolutionnaire-parisien-425800817508353/ 

Les Petits detectives à Versailles – www.lechapeauaplume.fr 

Les Balades du Renard – www.les-balades-du-renard.com 

 

놀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벤트 회사 

Agence Ma Langue au Chat – www.malangueauchat.com 

Agence Paris Hors Piste – www.paris-horspiste.com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Foxie – www.foxie.Fr 

 

> 발자취를 따라... 

아멜리 풀랭과 앙리 4 세가 돼보고 싶다면? 파리에서는 가상과 현실에 등장하는 유명 

인물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시네 발라드(Ciné Balade)와 함께 도보와 버스로 인기 영화의 

배경지를 둘러보자. 작품을 읽고 따라가 본다. 소설가 제라르 드 네르발(Gérard de 

Nerval)의 작품에 등장하는 밤 거리를 헤매는 방랑자들을 레 알 지역에서 만나 보거나 

팔레 루아얄(Palais Royal)의 창문 뒤에 웅크리고 있는 콜레트의 고양이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파리 워크(Paris Walks)는 헤밍웨이의 파리를 오리지날 버전으로 소개하며, 음악 

애호가들은 파쇠르 디스투아르(Passeurs d’Histoires)업체가 안내하는 벨빌의 몸 

피아프(Môme Piaf: 어린 참새라는 뜻의 에디트 피아프의 예명) 코스를 주목 해 볼 만하다. 

티에리 르 루아(Thierry Le Roi)와 네크로 로망틱(Nécro Romantiques)은 페르 라셰즈 

묘지(cimetière du Père-Lachaise)의 문을 열었다: 면적 44 헥타르, 70 000 묘지, 5 

300 그루의 나무로 조성된 묘지에는 짐 모리슨, 오스카 와일드, 오노레 드 발작, 

몰리에르와 같은 거장들이 잠들어 있다.  

 

- 알고 계시나요? 마르셀 에메(Marcel Aymé), – 그의 소설 « 벽을 통과하는 사나이 

passe-muraille »가 장 마레(Jean Marais)에 의해 파리 몽마르트에 동상으로 형상화됐다 -

마르셀 카르네(Marcel Carné), 모리스 위트릴로(Maurice Utrillo)는 꽃길로 잘 알려진 

18 구에 위치한 생-뱅상(Saint-Vincent) 묘지를 선택했다. 약 900 개의 묘가 안치되어 

있는 이 곳에서는 사크레-쾨르를 다른 각도에서 감상해 볼 수 있다.   

http://www.tresorsdeparis.fr/
http://www.team-break.fr/
http://www.parismabelle.com/
http://www.lechapeauaplume.fr/
http://www.les-balades-du-renard.com/
http://www.paris-horspis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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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산책 

Ciné balade – www.cine-balade.com 

Montmartre Cinéma et Chansons - www.action-in-montmartre.com 

Movies in Motion (MIM) - www.movies-in-motion.com 

Paris Celebrity Tours - www.paris-celebrity-tours.fr 

Set in Paris - www.setinparis.com 

Syndicat d’initiative à Montmartre (아멜리 풀랭의 발자취를 따라) – 

www.montmartre-guide.com 

 

문학과 역사 산책 

Lire et partir – lireetpartir.wordpress.com 

Paris Walks– www.paris-walks.com 

Sur le pavé la plume… - www.surlepavelaplume.com 

Les Nécro-Romantiques - www.necro-romantiques.com 

Les Passeurs d’Histoires – www.lespasseursdhistoires.com 

Paris on the Way – parisontheway.com 

재미난 디지털 관람 

스마트 폰만 있다면, 앱을 다운받아 파리의 걸작을 한눈에 감상해 볼 수 있다.   

 

> 박물관의 애플리케이션  

파리에 위치한 다양한 박물관들이 지닌 다양함과 풍부함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한 통화의 

전화처럼 매우 간단하다. 많은 박물관들이 소장한 작품에 대한 정보를 다국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루이 뷔통 재단의 내/외부, 테라스, 수조 관람을 앞두고 있다면 FLV 앱과 프랑크 게리의 

붓터치로 탄생한 아름다운 건물을 감상할 수 있는 유희적이며 교육적인 앱 아르쉬 

모아(Archi Moi)를 사전에 꼭 다운받기를 추천한다.  

퐁피두 센터는 보강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20 년의 현대 예술과 동시대 예술을 

소개한다. 피아노와 로저스의 작품인 상징적인 건축물에 자리한 수많은 재능, 창조를 

향한 아름다운 모험이 가져오는 이상과 변화를 특별하게 안내할 것이다.  

루브르 마 비지트(Louvre Ma Visite)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품 및 유적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의 방문객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앱은 60 000 m2 의 면적을 

3D 로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데다 작품과 역사 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600 여 페이지에 

담고있다. 해설은 음성으로도 지원 된다.  

프랑스 국립 자연사 박물관(Muséum national d’histoire naturelle)의 경우엔, 이 곳의 

자랑인 화석동물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팔레오 뮤지엄(Paléo Museum)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http://www.cine-balade.com/
http://www.action-in-montmartre.com/
http://www.movies-in-motion.com/
http://www.setinparis.com/
http://www.montmartre-guide.com/
http://www.paris-walks.com/
http://www.lespasseursdhistoi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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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를 주머니 속에 넣고 싶다면 곧장 애플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해 보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을 미리 준비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의 위치를 파악하며 전시구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알고 계시나요? 아라베스크 양식의 철문인 파리 노르트담 옆 문은 13 세기 철 세공업자 

비스코르네(Biscornet)의 작품이다. 이와 관련된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다. 옆 문을 

짓는 일이 너무나 고되고 부담이 됐던 비스코르네는 악마와 협상을 하게 된다. 악마가 

문을 지어주는 대신 그의 영혼을 가져가도 된다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성당의 개관식 날, 

악마가 지은 문은 굳게 닫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양의 성수만이 

비스코르네의 영혼을 살리고 문이 열릴 수 있게 했다고 한다.  

 

 

Archi moi - http://archimoi.fondationlouisvuitton.fr/ 

Centre Pompidou  - www.centrepompidou.fr/cpv/resource/cgX4oEg/r5XzRny   

FLV (Fondation Louis Vuitton), 애플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가능 

Louvre : ma visite -   

https://itunes.apple.com/fr/app/louvre-ma-visite/id1100629786?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fr.smartapps.louvre&hl=fr 

Paléo Museum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fr.mnhn.gacpAndroid 

https://itunes.apple.com/fr/app/la-galerie-pal%C3%A9ontologie-du-mus%C3%A9um-

national-dhistoire/id963208092?mt=8 

Musée d’Orsay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Mus%C3%A9e+d%27Orsay&hl=fr 

Grand Palais - http://www.grandpalais.fr/fr/nos-applications-android 

Quai Branly –  

http://www.quaibranly.fr/fr/medias/medias-tab/app/medias-type/App/medias-

action/list/ 

Paris Comic Street - https://itunes.apple.com/fr/app/paris-comic-street/id401857810 

Palais de Tokyo - www.palaisdetokyo.com/en/node/376 

 

> 스마트 폰을 이용한 외출 

파리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은 

끊임없이 다양해지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외출, 방문, 이동, 현재상태를 

파악하거나(Paris Live), 콜 택시, 전기 스쿠터(Cityscoot) 서비스를 이용 혹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찾는(Street’WC)일 모두가 가능하다. 

 RATP(파리교통공사)는 « 지하철로 파리 관광하기 Visiter Paris en métro » 앱을 

제안한다. 찾고자 하는 유적지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 소개 자료, 교통편에 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가장 가깝게 위치한 주요 볼거리 정보 또한 소개한다. 시간이 없는 

관광객들은 출구 위치를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파리 시 라 소르티 뒤 메트로(Paris ci la 

sortie du metro)’를 다운받아 보자. 가장 빠른 환승편 또한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fr.mnhn.gacpAndroid
https://itunes.apple.com/fr/app/paris-comic-street/id40185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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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맵퍼(City mapper)같은 경우에는 파리와 파리 외곽의 모든 교통편을 단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담았다. 이 앱 하나면 일 드 프랑스의 버스, 지하철, RER 과 벨리브의 

실시간 상황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발라드 파리 뒤라블르(Balades Paris Durable)는 파리에 위치한 공원과 정원이 지닌 

특징적인 생물다양성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트렌디 한 파티, 

콘서트, 전시회, 공연과 같은 다양한 볼거리를 경험 하고 싶다면 파리 부즈(Paris 

Bouge)를 추천한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파리의 모든 공원과 정원의 정보를 넣어 놓고 

싶다면, 도심 속의 자연을 발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티 가든(City Garden) 

애플리케이션이 딱이다.  

 

- 알고 계시나요? 5 구에 위치한 국립 중세 박물관(Musée national du Moyen-âge)의 

전시관에 소개된 신비로운 일각수의 여인 타피스트리는 해리포터 그리핀도르의 상상의 

벽을 장식할 정도로 유명하다.  

 

파리지앵들이 선택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교통 

Autolib - www.autolib.eu/fr/reservation-mobile/ 

Citymapper –  

https://itunes.apple.com/fr/app/citymapper/id469463298?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itymapper.app.release&hl=fr 

Cityscoot - https://itunes.apple.com/fr/app/cityscoot/id1011202160?mt=8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ivebanner.cityscoot&hl=fr 

My Airport (파리공항 애플리케이션) - 

www.parisaeroport.fr/passagers/services/services-pratiques/information-

orientation/my-airport 

RATP - https://www.ratp.fr/application-next-stop-paris 

Vélib’-www.velib.paris/ 

Taxis G7 https://itunes.apple.com/fr/app/g7-taxi-commande-de-taxi/id402196027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fr.taxisg7.grandpublic&hl=fr 

Paris Live - https://itunes.apple.com/fr/app/paris-live-toute-

lactualite/id561646107?mt=8 

Paris traffic 

Parking Dispo avec Path Park - https://itunes.apple.com/fr/app/path-to-

park/id739095664?mt=8 

Street’WC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streetwc.android.alpha&hl=fr 

 

즐길거리 

https://tootsweet-app.com/#/homepage 

http://www.autolib.eu/fr/reservation-mobile/
https://itunes.apple.com/fr/app/g7-taxi-commande-de-taxi/id40219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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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des Paris Durable - www.baladesparisdurable.fr/ 

Bars à Paris - https://www.thebarcorner.com/ 

Bars et restos à prix réduits - http://www.snapbarapp.com/  

City Garden – la nature dans la ville - https://itunes.apple.com/fr/app/citygardens-la-

nature-dans/id505955763?mt=8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itygardens_android.idbis.com 

Foursquare - https://fr.foursquare.com/ 

Paris bouge – www.parisbouge.com 

Paris sans attendre - http://guides.jaimeattendre.com/paris-sans-attendre 

Sunny Chairs, Terrasse au soleil - https://itunes.apple.com/fr/app/sunnychairs-

terrasse-au-soleil/id887383974?mt=8  

Welcome to Paris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tcp.w2paris&hl=fr ; 

https://itunes.apple.com/fr/app/welcome-to-paris-city-guide/id1128798382?mt=8%20 

 

무대 뒤 둘러보기 

빛의 도시 파리가 지닌 어두운 면을 발견하고, 권력의 핵심인 지도층에 다가가 볼 수 

있는 파리지앵 만의 팁이 있다면, 관심 있나요? 따라오세요! 

 

> 파리의 비밀스런 장소 

파리의 역사는 미스테리한 비밀스런 장소들을 배경으로 존재한다. 역사적인 상징성을 

지니는 카타콩브(지하 묘지 Catacombes), 하수도 박물관(le musée des Égouts), 페르 

라쉐즈(Père-Lachaise) 묘지, 몽마르트 묘지 등은 환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장소들이다. 

속까지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유령역부터 폐쇄된 선로와 낡아빠진 

신호까지, 파리 지하철 하부에도 놀라운 요소들이 가득하다.  

다크 파리(Dark Paris)는 빛의 도시 파리에서 뱀파이어, 유령, 연쇄 살인자와 불길한 

인물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가장 어둡고 은밀한 장소들만을 소개한다. 파리에서 벌어진 

범죄 현장을 재구성해 소개하는 레 비지트 드 테오(Les visites de Théo)는 이 장르의 

마니아 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 구에 자리한 마누아르 드 파리(Manoir de Paris)는 흉가 장식을 한 곳으로, 소속된 

배우들이 파리의 17 개 전설을 재현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유령이 나올 법한 장소로 

매우 처참하다. 

심약한 사람은 사냥과 자연 박물관(musée de la chasse et de la nature)의 방문을 

자제하자. 박제된 동물이 이곳 저곳에 전시돼있기 때문이다. 마레 중심부에 자리한 이 

독특한 공간은 무기, 그래픽 아트, 사진, 도자기 컬렉션도 소장하고 있다. 물론 사냥과 

관계 있는 아이템들이며, 5 000 여점이 훌쩍 넘는 이 작품들로 연중 기획전을 열고 있다.  

직접 형사가 되어 볼 수 있기도 하며 죄와 벌을 주제로 한 파리 경시청 박물관(musée de 

la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은 탐정 소설 마니아들에게 알리바바 동굴 같은 

https://itunes.apple.com/fr/app/citygardens-la-nature-dans/id505955763?mt=8
https://itunes.apple.com/fr/app/citygardens-la-nature-dans/id505955763?mt=8
http://www.parisbouge.com/
http://guides.jaimeattendre.com/paris-sans-attendr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tcp.w2paris&h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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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를 제공한다. 다양한 무기에서의 지문 채취와 단두대 등과 같은 정말 특별한 

요소들이 풍부하게 전시되어 있다.  

 

- 알고 계시나요? 3 구와 11 구를 구분하는 탕플르(Temple)거리는 1830 년대에 범죄의 

거리라고 불렸었다. 다른 곳 보다 범죄가 유독 많이 일어나서가 아니다. 독살, 

분신자살, 익사, 납치 등을 주제로 151,000 회 이상 재연된 극장의 연극과 거리공연을 

보러 수 만 명의 관객들이 이 곳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Ademas / Métro historique – ademas.assoc.free.fr 

Les Catacombes – www.catacombes.paris.fr 

Le Manoir de Paris – lemanoirdeparis.fr 

Musée de la chasse et de la nature – www.chassenature.org 

Musée des Égouts de Paris – http://www.parisinfo.com/musee-monument-

paris/71499/Musee-des-egouts-de-Paris 

Musée de la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 

www.prefecturedepolice.interieur.gouv.fr/musee 

Necro-Romantiques – www.necro-romantiques.com  

 

> 개방된 문화 공간 

매년 9 월 셋째 주 주말, 유럽 문화 유산의 날(Journées européennes du Patrimoine)이 

되면 평소 일반인에게는 공개 하지 않던 장소들이 문을 연다.  

파리는 유적지 이외에도 산업 또는 정치 활동의 배경지, 공원과 정원, 고고학 유적지, 

목제 장식품, 문학 유산, 하천, 군대 등 다양한 장소와 대상에 가치를 부여한다.   

조형 예술가, 화가, 조각가, 사진가 등이 결합한 단체들은 오르드네(Ordener)거리에 

위치한 몽마르트 예술인 마을(Cité Montmartre aux artistes)에서 처럼,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을 만나 직접 그들의 작품 세계를 논할 수 있는 행사를 1 년 내내 기획한다. 그 

밖에도 녹지로 조성된 아케이드 아래 자리한 이색적인 비아뒥 데 자르(Viaduc des 

Arts)와 같은 장소에 아티스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예술의 수도, 파리를 

독창적으로 발견하는 법이다.   

 

- 알고 계시나요? 꽃 길과 안뜰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저택 셰퍼 르낭(Scheffer-Renan)과 

두 곳의 아티스트 작업실은 낭만주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9 구 샵탈 거리(rue 

Chaptal) 16 번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다. 

 

Les ateliers d’artistes de Belleville – http://ateliers-artistes-belleville.fr/ 

Les ateliers associés du Père-Lachaise – www.apla.fr 

Les ateliers d’artistes – Les Frigos – les-frigos.com 

Les ateliers de Paris – www.ateliersdeparis.com 

http://www.catacombes.paris.fr/
http://www.parisinfo.com/musee-monument-paris/71499/Musee-des-egouts-de-Paris
http://www.parisinfo.com/musee-monument-paris/71499/Musee-des-egouts-de-Paris
http://www.necro-romantiques.com/
http://ateliers-artistes-belleville.fr/
http://www.ateliersdepa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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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ateliers de Ménilmontant www.ateliersdemenilmontant.org 

Journées européennes du Patrimoine - www.journeesdupatrimoine.culture.fr 

Montmartre aux artistes – montmartre-aux-artistes.org 

Le Viaduc des Arts – www.leviaducdesarts.com 

 

> 무대 뒤로의 여행 

공연이나 영화, 위대한 걸작들의 감동을 이어가고 싶다면, 무대 뒤를 살펴 보는 것 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전설처럼 유명한 그랑 렉스(Grand Rex)와 샤틀레 극장(Théâtre 

du Châtelet)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타디움이나 파르크 데 프랭스(Parc des Princes)의 

문도 열렸다. 파르크 데 프랭스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Paris Saint-Germain) 

선수들에게만 허용됐던 공간을 2018 년 3 월부터 대중에게 오픈 할 예정이다. 

PSG 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며 탈의실, 잔디 경기장 주변과 잘 꾸며진 대기실을 

둘러보자. 미식가들은 유명 파리지앵 브라스리와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쇼콜라티에, 

블랑제-파티시에의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미팅 더 프렌치(Meeting the French)가 

제안하는 코스를 매우 선호한다. 

파리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고 역사가 가득한 곳을 찾아 헤맨다면, 색다른 

곳을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는 여러분의 발길을 파리국제기숙사(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로 안내할 것이다. 이 곳은 유학생들의 숙소가 모여있는 정원이자 

마을이다.  

한편 넓은 홀, 둥근 천장, 테라스 등 오스만(Haussmann)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Galeries Lafayette)의 이야기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만나볼 수 있다. 

 

유적지 관광 이외에도 대중에게 문을 열고 있는 기업 방문을 주목해 볼만하다. 개인과 

산업현장의 노하우를 내세우는 기업 방문은 점점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은 

파리 외곽의 센 생 드니(Seine-Saint-Denis)에서 진행되고 있다.  

 

- 알고 계시나요? 오페라 가르니에(Opéra Garnier)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관광 코스를 몇 

미터만 늘려 오스만(Haussmann)거리 29 번지에 위치한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9 구)은행에 들려보라. 1905 년부터 은행 건물이 된 이곳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아르누보(Art Nouveau)의 산물이다. 유리로 된 돔 천장이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다.  

 

Cultival – www.cultival.fr (coulisses de la Tour Eiffel, du théâtre de l’Athénée, du 

théâtre du Châtelet, etc.) 

Le Rex Studio –http://www.legrandrex.com/mobile/rex-studios.php 

Galeries Lafayette - http://haussmann.galerieslafayette.com 

Cité Internationale - L/OBLIQUE - www.ciup.fr/ 

Meeting the French – www.meetingthefrench.com 

Opéra Bastille ou Opéra Garnier - www.operadeparis.fr/visites 

Studio Harcourt - www.studio-harcourt.eu 

http://www.ateliersdemenilmontant.org/
http://www.journeesdupatrimoine.culture.fr/
http://www.meetingthefre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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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 des Princes –  https://www.psg.fr 

Stade de France –  https://www.stadefrance.com/fr 

기업방문- www.tourisme93.com  

 

> 파리지앵들의 숨은 장소  

유명 관광지 이외의 비밀 장소들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는다. 최고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사이트 www.parisinfo.com 을 검색해보면 되며, 열정 가득한 봉사자들로 

구성된 파리 그리터(Paris Greeter)를 주목해 볼 만하다. 블루 콤 윈 오랑주(Bleu comme 

une orange) 또는 사 스 비지트(Ça se visite)가 제안하는 이색적인 코스를 통해서는 

라이브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 장인, 상인을 만나 볼 수 있다. INSIDR 어플리케이션과 

함께라면 파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색다르고 숨어있는 곳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디지털 가이드는 파리지앵들과의 저녁식사를 주선해주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출판사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장소들을 위주로 소개한 « 파리지앵의 파리 Le 

Paris des Parisiens »와 같은 가이드 북을 출간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들 또한 파리에 

정통한 파리지앵들만의 비밀스런 장소를 다수 소개하고 있다.   

 

- 알고 계시나요? 파리 리옹 역(Gare de Lyon)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파리지앵들도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숨어있는 골목이 하나 있다. 바로, 화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의 크레미유(Crémieux, 12 구)거리로, 발견하게 된다면 그 여운이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파리지앵들이 소개하는 이색적인 장소들 

 

Bleu comme une orange – www.bleucommeuneorange.com 

Le Bonbon – www.lebonbon.fr 

Ça se visite – www.ca-se-visite.fr 

Editions Parigramme – www.parigramme.com 

Localers – www.localers.com 

Merci Alfred – www.mercialfred.com (남성전용) 

My Little Paris – www.mylittleparis.fr 

L’Officiel des Spectacles – www.offi.fr 

Paris Bons Plans – www.parisbonsplans.fr 

Parisiens d’un Jour, Paris Greeters – www.greeters.paris 

Time Out – www.timeout.fr 

Insidr - www.insidr.paris 

 

 

테마 관광 

http://www.tourisme93.com/
http://www.parisinfo.com/
http://www.bleucommeuneorange.com/
http://www.lebonbon.fr/
http://www.ca-se-visite.fr/
http://www.parigramme.com/
http://www.localers.com/
http://www.mylittleparis.fr/
http://www.parisbonsplans.fr/
http://www.parisgreeter.org/
http://www.timeou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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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디자인, 사진 등의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투어는 

개별 가이드가 함께 동반하며 여러 형태로 구성 가능하다. 열정 가득한 그곳으로 

안내한다! 

 

> 파리와 미식  

미식으로 유명한 도시 파리는 맛있는 프랑스식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훌륭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업체들이 파리지앵, 셰프와 함께 하는 도보로 

가능한 초콜릿 투어, 시장 투어(au marché 오 마르셰), 제과제빵 투어, 파리뿐 아니라 

유명 지역에서 생산 되고 있는 와인을 테마로 한 아뜰리에 투어, 요리 수업의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오 데 조(rue des Eaux)거리에 위치한 파인 다이닝 저녁을 즐길 수 있는 파리의 와인 

박물관 또한 주목해 볼 만하다. 

테이스팅 패스포트(Tasting Passport)와 함께 하는 푸드 트립도 추천한다. 시식 

여권(Passeport Dégustation)만 있으면 파리에서 가장 맛있는, 그리고 서로 다른 

장인들이 만들어주는 12 가지의 음식을 맛 볼 수 있다. 파리 전역에 숨어 있는 이 집들의 

이야기와 메뉴 추천은 테이스팅 패스포트가 선물하는 덤이다. 

생제르망데프레의 중심에는 샴페인 애호가들이 자주 찾아가는 바가 숨어있다. 

딜레탕트(Dilettantes)라는 이 곳에선 희귀하고 독특한 샴페인 150 종을 맛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샴페인이 그랑 크뤼(Grand Cru) 포도원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으며 포도 

장인들의 손 끝에서 탄생했다. 

마지막으로, 파리지앵처럼 요리하고 싶다면 미식을 찾아 여행을 다니는 이들의 최애 

애플리케이션 비즈이트(VizEat)를 다운 받아보라. 요리 강연서부터 장보기, 그리고 간단한 

저녁 만들기까지, 이 앱은 단 몇번의 터치로 여러분이 원하는 쿠킹 액티비티를 소개한다. 

앱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파리지앵 집에서 직접 식사를 해보는 경험을 선사해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용자는 파리의 제대로된 맛과 멋을 발견하게 된다. 

 

- 알고 계시나요? 뷔트-쇼몽 공원 근처 베르게이르(Bergeyre) 언덕에서 재배되는 

230 그루의 포도 나무에는 십여 병의 와인을 생산할 만큼 많은 양의 포도가 열린다. 

20 구 중심부에 포도 재배지가 들어선 것은 1995 년으로 정원사가 도심 한복판에서 

포도를 재배해 보고 싶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와인 

De Vinis Illustribus – www.devinis.fr 

Dilettantes – www.dilettantes.fr (샴페인) 

Musée du Vin de Paris - www.museeduvinparis.com 

Ô Château – www.o-chateau.com  

Œnodyssee – www.oenodyssee.fr 

Paris wine day tours – www.wine-day-tours.com 

Wine tasting in Paris – www.wine-tasting-in-paris.com 

http://www.devinis.fr/
http://www.dilettantes.fr/
http://www.o-chateau.com/
http://www.wine-tasting-in-pa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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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Caves du Louvre – www.cavesdulouvre.com 

Vino Cado – www.vinocado.fr 

Le Vin Qui Parle – www.levinquiparle.fr 

 

미식투어 

Meeting the French – www.meetingthefrench.com 

My Workshop in Paris – www.myworkshopinparis.com  

A journey in Paris: www.ajourneyinparis.com 

1day in Paris – www.1dayinparis.com 

La Route des Gourmets – www.laroutedesgourmets.fr 

Promenade des sens – www.promenadedessens.fr 

Robert Pink – www.robertpink.com 

Le Food Trip - https://www.le-food-trip.com/fr/ 

Le Connoisseur - www.le-connoisseur.com/fr 

Discover Paris - www.discoverparis.net/ 

Paris a Dream - www.paris-a-dream.com 

L’Atelier des Sens - www.atelier-des-sens.com 

Original Food Tours - www.originalfoodtours.com 

VizEat-EatWith – https://fr.eatwith.comTasting Passport – www-le-food-trip.com 

DEGUST’Emoi – Tel +33 (0) 810 009 847 

Vino Itineris – vinoitineris.com 

 

> 파리와 쇼핑 

쇼핑 마니아라면 누구나 파리에서의 쇼핑 경험을 나누고 싶을 것이다. 퍼스널 

쇼퍼(personnal shopper) 서비스는 개별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 오픈 한 상점을 

쉴 틈 없이 들러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무엇보다도 큰 장점은 패션, 오브제, 향수 등 

프랑스가 지닌 우아한 터치를 경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엉 아프레미디 드 라 

파리지엔(Un après-midi de Parisienne)은 파리에 사는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힘쓴다.  조향사들의 아뜰리에를 직접 찾아가 자신만의 맞춤 향수를 만들어 보는 

경험도 가져보자. 가령, 마레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스튜디오 데 파르팽(Studio des 

Parfums)을 찾아가 보는 것을 추천한다. 

 

- 알고 계시나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듯, 파리도 "쇼핑"후경이라고 한다면, 쇼핑 

후엔 어디를 찾아야 할까. 오스만(Haissmann, 9 구)거리에 위치한 프랭땅(Printemps) 

백화점의 옥상은 파리에서 가장 멋진 뷰 가운데 하나를 선물한다.  

 

 

Aimer Paris – www.aimerparistours.com 

Un après-midi de Parisienne –  www.midiparis.com 

http://www.cavesdulouvre.com/
http://www.meetingthefrench.com/
http://www.myworkshopinparis.com/
http://www.ajourneyinparis.com/
http://www.1dayinparis.com/
http://www.promenadedessens.fr/
http://www.robertpink.com/
http://www.originalfoodtours.com/
http://www.aimerparistours.com/
http://www.midipa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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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 in Paris – www.dominparis.com 

Les Balades de Magalie – www.lesbaladesdemagalie.fr 

Greets Paris – www.greetsparis.com 

Sacrebleu Paris – www.sacrebleu-paris.com 

Paris pour un jour – www.parispourunjour.fr  

Paris Shopping Tour – www.parisshoppingtour.com/fr/ 

Paris upperside – www.parisupperside.com  

Personal Shopper @ Paris – www.personal-shopper-paris.eu 

Personal shopper by Ronteix Nadia – www.personalshopperbyronteixnadia.com 

Promenade des Sens – http://www.promenadedessens.fr/ 

1day in Paris – www.1dayinparis.com  

Ultimate Paris Guide – www.ultimateparisguide.com 

Wonderful Time – www.wonderfultime.com  

Jules et Julie, your shopping concierge – https://julesandjulie.com/ 

Paris Celibrity Tours – www.paris-celebrity-tours.fr 

Le Connoisseur – www.le-connoisseur.com 

A journey in Paris – www.ajourneyinparis.com 

Ai Shopping Paris – www.aishoppingparis.com 

 

www.parisinfo.com 

 

> 파리 정원 

파리에는 빼어난 유적지뿐 아니라 동쪽과 서쪽에 자리한 뱅센 숲과 블로뉴 숲을 비롯해 

500 헥타르에 달하는 정원, 공원, 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밖에도, 파리에선 도심 

한 가운데에서도 많은 정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웹사이트 parcours-

botaniques.com 과 함께라면 모든 정원과 식물들의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 알고 계시나요?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은 16 구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동양예술품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다. 이 곳에는 다른 정원들과는 차별된 파리 

일본 정원(jardin Japonais de Paris)이 숨어있다. 파리에서 가장 한적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공간으로, 450m2 에 달하는 면적에는 웅덩이, 돌다리, 숲과 대나무가 펼쳐져 

있다.  

 

Le fil des jardins – www.lefildesjardins.com 

 

> 파리를 새기다 

http://www.parispourunjour.fr/
http://www.parisupperside.com/
http://www.personalshopperbyronteixnadia.com/
http://www.1dayinparis.com/
http://www.ultimateparisguide.com/
http://www.wonderfultime.com/
http://www.aishoppingparis.com/
http://www.parisinfo.co/
http://www.lefildes/


보도자료 2018 – 파리관광안내사무소 

 16 

 

P
A
R
IS

 A
U

T
R
E
M

E
N

T
 

파리의 아름다운 유적과 장소들을 사진 예술을 배우며 둘러 볼 수 있다. 에이전시 픽 

마이 트립(Pic my trip)이나 포커스 온 패리스(Focus on Paris)는 사진 전문가들이 직접 

다양한 테크닉을 전수하며, 파리의 가장 아름다운 곳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야외에서 수채화와 목탄으로 그림 그리기를 꿈꾼다면, 랭도 크로키(Rando-croquis)를 

추천한다. 미술학교 학생처럼,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무대 배경, 건물, 인물... 간단히 말해 

모든 일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볼 수 있다.    

컬러풀하고 생동감 넘치는 파리의 스트리트 아트는 유럽의 타국가 길거리 예술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예술성이 돋보이는 아트 스팟들은 프랑스 수도 이곳저곳에 

피어나고 있다. 특히 13 구에서는 대형벽화를 볼 수 있으며, 메닐몽탕(Ménilmontant) 

지역에는 그림이 가득한 지붕과 트럭이, 그리고 마레 구석구석에는 컬러풀 한 

서프라이즈를 선물하는 골목들이 많다. 게다가 그라피티의 시초이자 스트리트 아트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파리는 프레쉬 스트리트 아트 투어 파리(Fresh Street Art Tour 

Paris)의 가이드들의 안내로 새롭게 발견된다.  

파리에서 불사조로 남고 싶다면 스튜디오 뒤 루브르(Studio du Louvre)를 찾아가보시라.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의 메이크업과 헤어를 책임져줄 것이다. 목표는 단 하나. 옛 의상을 

입은, 혹은 파리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으로 둘러 쌓인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는 것. 

 

 

- 알고 계시나요? 15 구 파사쥬 당치그(Passage Dantzig)의 라 뤼슈(La Ruche) 저택은 

파리 아티스트들의 거주지 중 가장 유명한 곳이다. 모딜리아니, 샤갈과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원래는 와인을 위한 원형 빌라 건물이었다. 

만국박람회를 위해, 그 이름도 유명한 구스타브 에펠이 설계했다.  

 

Ever Photo Shoot – www.everphotoshoot.com 

Fresh Street Art Tour Paris - www.freshstreetarttourparis.com 

Urban Visit Paris – www.urbanvisitparis.com 

Fresh Street Art Tour - https://www.freshstreetarttourparis.com/ 

Randocroquis - www.randocroquis.com 

Tram Réseau art contemporain Paris Île-de-France – www.tram-idf.fr 

Studio du Louvre – www.studiodulouvre.fr 

 

> 파리의 도시계획 

보존된 유산과 변화하는 지역이 공존하는 파리에서는 건축과 도시 계획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협회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코스를 

제안한다. 파리와 주변 도시를 주로 건축가들로 구성된 전문 가이드들의 역사, 지리, 풍경, 

도시 계획, 건축 역사, 라이프 스타일, 정치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도시를 

돌아 볼 수 있다. 단체 또는 개별로도 진행 가능하다.  

 

http://www.everphotoshoot.com/
http://www.tram-idf.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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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시나요? 4 구에 위치한 파비용 드 아스날(Pavillon de l’Arsenal). 2,000m2 에 

달하는 이 곳에서는 건축 관련 전시, 활동 및 관람 등이 열린다. 

 

Aimer Paris – www.aimerparistours.com 

GA Paris – www.ga-paris.fr 

Gin Tonique Tours – www.gin-tonique-tours.fr 

Pavillon de l’Arsenal - www.pavillon-arsenal.com/visites_guidees/ 

Promenades urbaines - www.promenades-urbaines.com 

 

수상, 지상, 공중...파리는 길고, 크고, 폭 넓다. 

파리를 특별하게 둘러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교통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 스포츠, 

럭셔리, 이벤트, 특별함을 추구하는 모든 스타일에 부합한다! 

 

> 특별한 교통 수단 

자전거-택시, 툭툭(Tuk-Tuk)과 푸스-푸스(Pousse-pousse)는 환경을 보호하는 가운데 

가이드와 함께 심플하게 파리를 관광할 수 있는 교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연을 

보호하는 가운데 재미있게, 그리고 더욱 균형 잡힌 방법으로 파리를 관광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세그웨이 혹은 롤러스케이트, 퀵보드와 스키의 개념을 합친 트라이크가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에 마니아 층을 형성하고 있는 유명한 2 마력 소형 승용차(2 CV)를 

가이드-운전사의 동행으로 즐기는 투어가 있다. 가이드-운전사는 거의 모든 질문에 답이 

가능하다. 복고풍 또는 로맨틱한 교통 수단 애호가라면 베스파(Vespa) 대여를 추천한다. 

파리지앵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공간을 원한다면 널찍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무진을 이용해 볼 수 있다.  

흰색, 검은색, 분홍색 등 원하는 색깔 별로 차량 선택도 가능하다.  

미니 열차를 타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보자. 업체 어나더 파리(Another Paris)는 마법 

같은 배경의 몽마르트, 마레(Marais) 지역의 루아얄(Royal), 14 구의 보헤미안, 생-제르망-

데-프레부터 루브르까지의 예술적인 코스를 제안한다.  

동화에서나 나올법한 꿈 같은 투어를 원한다면, 마차 투어는 어떨까? 파리 칼레쉬(Paris 

Calèches)는 신데렐라에서 등장할 것 같은 마차 투어를 제안한다.  

마카롱, 샴페인, 장미꽃...등 원하는 건 모두 준비 가능하다. 청혼 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아닐까! 

 

- 알고 계시나요? 상티에 나뛰르(Sentier Nature)는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 철길을 

개조해, 다양한 식물들을 감상하며 한적하게 거닐 수 있는 곳으로 만든 장소이다. 

16 구 라 뮈에트(La Muette)의 포르트 도퇴유(Porte d’Auteuil)와 연결된 이 길은 

1,2km 코스로 파리 한복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동-식물군이 공생하고 

있는 보물상자 같은 공간이다.  

 

http://www.aimerparistours.com/
http://www.promenades-urbai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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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택시-사이드카 

Allo Tuk Tuk – www.allo-tuktuk.com 

Cyclopolitain – www.visite-insolite-cyclopolitain.com/fr/ 

Happy moov – www.happymoov.com 

Retro tour – www.retro-tour.com 

Freescoot – www.freescoot.com 

Tuktuk in Paris - www.tuktukinparis.com  

Cooltra – Rent a scooter – www.cooltra.com 

Ride’N’Smile – ridensmile.fr 

 

세그웨이와 트라이크 

City Segway tours – www.citysegwaytours.com 

Fat tire tours –www.fattiretours.com/paris 

Paris bike tours – www.parisbiketour.net 

Paris Trikkes – www.paristrikkes.com 

L’œil d’une parisienne (전기 스쿠터) - www.loeilduneparisienne.com 

 

마차 

Les Calèches de Versailles – calechesdeversailles.com 

 

2CV, 폭스바겐 등  

La Traction Parisienne – www.latractionparisienne.fr 

City Wheels Tours –www.citywheels-paristours.com 

Paris Authentic – www.parisauthentic.com 

4 Roues Sous 1 Parapluie – www.4roues-sous-1parapluie.com 

DS World Paris - www.dsworld.paris/ 

Drive Collection – www.drivecollection.fr 

Paris Classic Tour – www.parisclassictour.com 

Quad in the City  (야간투어: Quad homologue route) - www.paris-trip.com     

 

리무진 

Anciennes de prestige – www.anciennesdeprestige.fr 

Gasnier Services Limousine – www.gasnier-limousine.com 

Paris Major Limousines – www.1st-limousine-services.com 

Drive Collection – www.drivecollection.fr 

Chauffeurs de maître – www.chauffeursdemaitre.com 

Limousine’s Agency – www.limousinesagency.com 

Carigami – www.carigami.fr 

My Daily Driver – www.mydailydriver.fr 

Easy-van – www.easy-van.fr 

http://www.allo-tuktuk.com/
http://www.visite-insolite-cyclopolitain.com/fr/
http://www.retro-tour.com/
http://www.freescoot.com/
http://www.tuktukinparis.com/
http://www.citysegwaytours.com/
http://www.paristrikkes.com/
http://www.loeilduneparisienne.com/
http://www.4roues-sous-1parapluie.com/
http://www.parisclassictour.com/
http://www.anciennesdeprestige.fr/
http://www.gasnier-limousine.com/
http://www.1st-limousine-services.com/
http://www.drivecollection.fr/
http://www.chauffeursdemaitre.com/
http://www.limousinesagency.com/
http://www.carigami.fr/
http://www.mydailydriver.fr/
http://www.easy-va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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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Connection – www.parisconnection.fr 

 

미니 열차 

Another Paris – www.another-paris.com 

몽마르트 미니 열차, Blanche 광장 (9e 구) 

 

> 자전거 투어 

자유롭게 파리를 둘러 보고 싶다면, 자전거만큼 좋은 교통 수단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파리는 일반적인 자전거 대여 방법이 아닌 셀프-서비스로 대여 가능한 시설을 제공한다. 

 

 

벨리브(Vélib’)는 매우 간단한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다. 자전거를 대여 받은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반납이 가능하다는 유동적인 장점을 지닌 자전거 대여 서비스는 일주일 

내내 24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하다. 2 세부터 8 세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P’tit Vélib’ 

시스템은 선택 가능한 4 가지 형태의 자전거를 제공한다. 

파리는 자전거를 위한 시설 구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도심 곳곳에 밀도 있는 자전거 도로 시설과 양 방향 통행 가능 도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8 000 곳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 시설이 구비될 예정에 있다.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저녁과 셋째 주 일요일(10 시 30 분), 파리 시청에서는 거리 

곳곳을 둘러보는 코스에 참여할 수도 있다.  

파리 시청은 자전거로 둘러보면 좋을 코스만을 담은 유용한 지도를 제공한다. 최근 

도입된 전기 자전거는 친환경적이며, 안락하기 때문에 좋은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 알고 계시나요? 라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 19 구)의 중심에 위치한 세르클 

오솔길(Allée du Cercle)에는 특이한 조각상이 있다. 이 조각상은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와 쿠제 반 브루겐(Coosje Van Brugen)이 함께 

창작했으며 "파묻힌 자전거(Bicyclette ensevelie)"라 불린다. 자전거의 바퀴, 핸들, 

페달과 안장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땅에 파묻혀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Ptit’Vélib – blog.velib.paris.fr/ptit-velib/ 

Vélib’ - www.velib.paris.fr 

Paris Rando Vélo – www.parisrandovelo.com 

Holland Bikes – www.hollandbikes.com 

Alternative bike – www.alternative-bike.fr 

 

자전거 가이드 투어 

Bike About Tours – www.bikeabouttours.com 

Blue Bike Tours – www.bluebiketours-paris.com 

Paris Fat Tire BikeTours – http://paris.fattirebiketours.com/tours/ 

http://www.parisconnection.fr/
http://www.hollandbik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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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à Vélo c’est Sympa – www.parisvelosympa.com 

Blue Fox Travel – www.bluefox.travel 

Paris Bike Tour – www.parisbiketour.net 

 

자전거로 나만의 여정 경험하기 

Carte des itinéraires conseillés en vélo téléchargeable – http://www.paris.fr/velo 

 

 

> 높은 곳에서 경험하는 파리  

공중, 탑 꼭대기, 옥상 등 파리를 높은 곳에서 조망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소개한다. 

유리바닥을 통해 감상 할 수 있는 장소도 있다. 아찔함이 동반 될 수도 있다. 57m 높이에 

위치한 에펠탑의 유리 바닥은 스릴을 즐기는 이들이 꼭대기에 오르기 전에 들러 볼만한 

곳이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감상 할 수 있는 장소로는 몽파르나스 

타워의 56 층이 있다. 파리 주요 유적지를 360° 로 조망 할 수 있다. 루브르 광장에 

자리한 루이 14 세 기마상부터 라 데팡스 개선문까지 연결되는 왕의 길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은 개선문 꼭대기의 테라스다.  

 

더 짜릿한 방법을 통해 빛의 도시 파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헬리콥터, 계류 기구, 열기구 

등을 이용해 둘러 볼 수 있다. 

 

- 알고 계시나요? 새벽 한시까지 에펠탑은 정각마다 5 분동안 반짝인다. 이 5 분의 

반짝임을 위해 2 만개의 전구(한 면에 5000 개)를 달아야 했다. 이는 25 명의 

5 개월간의 수고와 40km 에 달하는 전선과 전구, 그리고 1 만 m2 의 안전 그물망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다.  

  

한눈에 파리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 

Arc de Triomphe – www.arc-de-triomphe.monuments-nationaux.fr 

Bar La Vue – http://parisetoile.regency.hyatt.com/fr/hotel/dining/bar-la-vue.html 

Tour Eiffel - http://www.toureiffel.paris/ 

56e étage Tour Montparnasse – www.tourmontparnasse56.com 

 

헬리콥터 

Helipass – www.helipass/com 

 

열기구 

Aerfun Montgolfière France – www.aerfun.com 

Ballon Generali - www.ballondeparis.com 

Panoramagique – panoramagique.com 

 

http://www.parisvelosympa.com/
http://www.paris.fr/velo
http://www.tourmontparnasse56.com/
http://www.ballondepa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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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하지 않은 버스 

2 층 관광버스나 복고풍 소형 버스 등 에어컨 시설이 구비된 개성있는 버스와 함께 파리 

곳곳을 다국어 가능 가이드와 테마를 가지고 둘러 보자. 형태는 선택하면 된다: 솔로, 

그룹, 오전, 오후, 저녁 파티 등. 

시티 투어 이층 버스 홉 온 /홉 오프(hop-on / hop-off)는 한번 티켓을 구매하면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승 하차가 가능한 형태이다. 시간 스케줄에 따라 원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독특하면서 기술이 뛰어난 애플리케이션 버스시티(Busity)는 버스에서의 새로운 추억을 

선물한다. 이 앱은 버스 창문 너머로 파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GPS 기능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딜 가든지 그 곳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재미있게 

들려준다. 이 앱의 또 다른 장점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과 인터넷이 연결돼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민영화 버스는 총각 파티,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의 장소로도 애용되고 있다. 파리는 강변에서의 축제도 기획한다. 스탠 앤드 

월터(Stan and Walte)의 바이모달트램 버스는 특별한 업무 회의를 하기에 이상적인 

공간이다. 시크 하고도 쇼킹한 바를 구비한 버스는 디스코텍과 라운지 공간으로도 사용 

할 수 있다.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면, 포토마톤(photomaton)/태블릿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 알고 계시나요? 20 구에 조르주 발르레이(Georges Vallerey) 수영장이 개관했다. 수영 

선수 자니 웨이스뮬러(Johnny Weissmuller)는 올림픽 대회를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통로식 수영장(50 x 21 m)인 이 곳에서는 1924 년, 3 개의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당시의 인기로 그는 8 년 뒤 제 7 의 예술이라 불리는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 바로 

타잔이다. 

 

시티 투어 이층버스 

Big Bus Paris - www.bigbustours.com/fr/paris/visites-paris-bus 

Paris l’open tour  - www.paris.opentour.com 

City Sightseeing Paris - www.city-sightseeing.com 

Foxity Paris - www.foxity.com 

 

독특한 스타일의 버스 

Locabus Ratp - www.ratp.fr/fr/ratp/r_79509/louez-un-bus-avec-locabus/ 

Bustronome – www.bustronome.com/fr/(déjeuner et dîner à bord d’un bus 

panoramique) 

Stan and Walter - www.stanandwalter.com/ 

Bus Burger – www.bus-burger.com 

 

 

디지털 버스 

http://www.paris.opentour.com/
http://www.ratp.fr/fr/ratp/r_79509/louez-un-bus-avec-locabus/
http://www.bustronome.com/fr/(déjeuner
http://www.stanandwal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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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ty – www.busity.co 

 

 

버스 디스코텍 

Bus discothèque – www.busdiscotheque.com (럭셔리 버스) 

Soirée Bus – www.soireebus.fr 

 

> 파리의 센 강 

 

강변을 따라 걷지 않았다면, 파리를 제대로 둘러보았다고 하기 어렵다. 강 위에서, 길게 

뻗은 강변에서, 운하를 따라... 센 강은 파리를 제대로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파리에서의 멋진 추억을 위해 꼭 빼놓지 않고 경험 해야 할 것이 센 강 유람선 

투어이다!  

 

 파리를 방문한 동안 파리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다면, 유람선 투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유람선을 타고 주요 유적지 및 박물관을 지나며 둘러 보는 관광은 또 다른 

묘미를 선사한다. 일반적으로 약 1 시간 코스이며, 영어와 불어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즐길 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음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 프티 마틀로(Petits 

Matelots) 유람선 투어와 생 마르탱(Saint-Martin) 운하와 수문 통과가 가능한 유람선 

투어가 있다. 이보다 다이나믹한 투어를 원하는 이들은 실망하기 아직 이르다. 여러 

명이서 고무 모터보트를 타고 즐길 수 있는 투어와 아스날 운하(Port de Paris Arsenal)와 

라빌레트 저수지(bassin de la Villette) 사이를 오가는 수상 랠리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에서만 유명한 곤돌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호가니와 빛나는 구리로 

만들어진 리바(Riva)의 보트, 파리 보트 프레스티지(Paris Boat Prestige)는 꿈 같은 보트 

투어를 제안한다.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을 원한다면, 전기 100%로는 최초 운행되는 

바토스타(Batostar)를 주목해보자. 노트르담부터 에펠탑까지 둘러볼 수 있다.   

파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은 도보로도 둘러 볼 수 있다. 예술 작품 같은 다수의 다리 

위에서나 센 강 주변에 새롭게 조성된 둑을 통해 가능하다. 센 강을 따라 형성된 보행자 

길은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인기 있는 약속 장소가 되었다. 이곳은 산책, 킥보드, 

자전거를 즐기고자 하는 이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  

센 강을 따라 조성된 코스뿐 아니라 숲, 공원, 정원을 이용한 여정 또한 88 개의 인증된 

여정을 제안하는 파리 도보 협회를 통해 그 가치를 경험 해 볼 수 있다. 도보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파리의 북-남 또는 동-서를 횡단하는 두 개의 긴 여정을 추천한다.  

 

- 알고 계시나요?  아름다운 수중으로 탈출하고 싶다면?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웨이크스케이트, 웨이크-스키뿐 아니라 에어-체어를 통해 짜릿한 스릴을 만끽 할 수 

있는 시몽 볼리바(Simon Bolivar) 거리 28 번지에 자리한 19 구 수상 클럽(Club 

Nautique)을 추천한다. 

http://www.busity.co/
http://www.busdiscotheq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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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크루즈와 요트 

La Marina de Paris – www.marina-de-paris.com 

Croisieurope  - http://www.croisieurope.com/croisieres/la-seine-en-croisiere-paris-

rouen-et-la-normandie 

Yachts de Paris – www.yachtsdeparis.fr 

 

대중교통 

Batobus - Port de la Bourdonnais, Paris 7e – M° Alma-Marceau, RER Pont-de-l’Alma – 

www.batobus.com 

 

센 강 유람선 투어 

Bateau Ivre Maxim’s – http://maxims-de-paris.com 

Bateaux-Mouches – www.bateauxmouches.com 

Bateaux Parisiens – www.bateauxparisiens.com (매직 크루즈) 

Capitaine Fracasse – www.croisiere-paris.com 

Paris en scène – www.paris-en-scene.com 

Les Vedettes de Paris – www.vedettesdeparis.com (만 4~11 세를 위한 프티 마틀로 

(Petits Matelots) 유람선 투어) 

Les Vedettes du Pont-Neuf – www.vedettesdupontneuf.com 

 

생 마르탱 운하(Canal Saint-Martin) 투어 

Canauxrama – www.canauxrama.com 

Paris Canal – www.pariscanal.com 

Marin d’eau douce – www.marindeaudouce.fr (라 빌레트 운하의 전기 배) 

 

도보 

파리 도보 협회 Comité départemental de la randonnée pédestre de Paris – 

www.rando-paris.org 

 

 

매체 문의 

+33 (0) 1 49 52 53 27 – press@parisinfo.com 

본 자료는 Stéphanie Lacaze-Haertelmeyer 와 공동 제작 하였습니다. 

사진 저작권: ©Paris Tourist Office: Daniel Thierry, Amélie Dupont, Jocelyne Genri, 

David Lefranc. 

 

http://www.croisiere-paris.com/
http://www.canauxrama.com/
http://www.pariscanal.com/
http://www.marindeaudouc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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