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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파리(Paris)는 2020년 도시 주역을 목표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
으며, 혁신적인 도시들 가운데 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연구(모리Mori 재단)는 교통 수단과 삶의 질로 중심지를 구별 짓는다고 한다. 
새롭게 오픈하는 이색적인 장소들과 유명 관광지, 화려하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은 파리를 선호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한다. 박물관, 트렌디 바(bar), 갤러리, 디자인 호텔, 유적지, 관광지, 레스토랑 등 파리는 끊임없
는 변화를 통해 파리지엥은 물론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에게 주목 받으며 놀라운 감동을 선
사하고 있다. 

파리(PARIS)는 이벤트의 도시다. 파리는 매일 300회 이상의 행사를 일년 내내 선보인
다. 그 중에서도 음악 축제, 박물관의 밤(NUIT DES MUSÉES), 파리를 해변으로 탈
바꿈 시키는 파리 플라쥬(PARIS PLAGES) 프로젝트, 백야 축제(NUIT BLANCHE)와 
퍼포먼스, 그리고 도시 곳곳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놓칠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일루미
네이션 행사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6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요 전시회이자 
예술계 거장들을 만나볼 수 있는 굵직한 전시로는 루브르 박물관의 위베르 로베르
(HUBERT ROBERT)와 부샤르동(BOUCHARDON), 오르세 미술관의 르 두아니에 루
소(LE DOUANIER ROUSSEAU), 상반기 자끄마르 앙드레 박물관에서 열린 노르망디
의 야외 화가(모네, 르느와르, 피사로...)전에 이은 렘브란트(REMBRANDT) 전 등을 주
목 할 만하다. 패션 마니아라면, 입 소문을 타고 있는 장식미술관의 « 패션의 3세기와 바
비 » 전시회와 모던과 컨템포러리 아트 애호가라면, 피악(FIAC)과 아트 파리 아트 페어(ART 
PARIS ART FAIR) 국제전을 추천한다. 회화부터 사진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아티
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퐁피두 센터는 안셀름 키퍼(ANSELM KIEFER), 그랑 팔레는 사진 작가 루시앙 
클레그(LUCIEN CLERGUE)와 세이두 케이타(SEYDOU KEÏTA) 전을 선보일 것이다. 모뉴멘타(MONUMENTA)도 
2016년 제 7회 후앙 용 핑(HUANG YONG PING)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메종 & 오브제(MAISON & OBJET), 퓌스 뒤 디자인(PUCES DU DESIGN 디자인 벼룩 시장), 
디자이너’스 데이(DESIGNER’S DAYS), 파리 디자인 위크(PARIS DESIGN WEEK) 등이 주요 행사로 꼽힌다. 

미식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푸딩(FOODING) 축제와 옴니보르(OMNIVORE), « 뚜스 오 레스토랑 TOUS AU 
RESTAURANT » 등이 매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회를 맞이하는 테이스트 오브 파리(TASTE OF PARIS시
그니처 메뉴 시식) 행사는 프랑스의 내노라하는 셰프들을 그랑 팔레 아래로 불러 모을 예정이다.  
파리에서는 또한 연중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열린다: 프랑스 국제 테니스 대회 롤랑 가로스(ROLAND-
GARROS), 뚜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도착지, 프리 아메릭(PRIX D’AMÉRIQUE: 승마경기), 디안 
경기, 파리 마라톤(MARATHON DE PARIS). 파리는 올해 특별히 세계 유로 드 풋볼(EURO DE FOOTBALL, 

6월10일-7월10일) 스포츠 대회 개최국으로 다양한 경기와 볼거리를 선사하며, 모든 연령층의 축구팬들을 설
레게 할 것이다.    

전문가부터 대중을 위한 박람회도 다양한 분야에서 열린다: 초콜릿, 농업, 항공기… 꼭 들러 보고 싶은 도시로서
의 이미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파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루이 뷔통 재단을 비롯해 2015년 초 개관한 필하모니(PHILHARMONIE)와 같이 새롭게 선보
이는 문화 장소들로 빛을 발하고 있다. 리노베이션은 피카소 미술관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 새 단장
을 마친 로댕 미술관과 인류 박물관(MUSÉE DE L’HOMME), 마욜 미술관(MUSÉE MAILLOL)
까지 이어졌다. POPB를 재 단장한 아코르호텔 아레나(ACCORHOTELS ARENA)는 세계
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규모를 지니는 아레나이다. 연중 세계적인 규모의 콘서트, 
스포츠 경기, 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빛의 도시 파리는 제 7 예술, 즉 영화에서 더 이상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배경지로 자
주 등장한다. 관광객들은 아멜리에부터 미드나잇 인 파리(MIDNIGHT IN PARIS)에 이
르기까지 유명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와 배우들의 흔적을 도시 곳곳에서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의 폭이 다양한 파리의 장소들은 비즈니스 행사 주최자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PRESS RELEASE PARIS 2016 | パリ観光・会議局 | 2016年 1月

02

파리는 향후 몇 년 안에 박람회, 회의 및 기업 행사를 위한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포르트 드 베
르사이유 전시관 시설 현대화 공사, 컨벤션 센터 건립 프로젝트...)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리는 매력적이다. 파리는 높은 삶의 질로 날이 갈 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호텔 업계는 다양한 형태의 숙
박 시설과 고 품격 서비스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고급 호텔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파리지엥과 관광객들

에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대형 외국계 그룹 호텔들도 파리에 자리 잡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역
사적인 배경을 지닌 팔래스 호텔들 또한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 3월 개관 예정인 리츠, 2017년 개관 예정인 

크리용 호텔과 루테시아… 5 꼬데(5 CODET), 뒤퐁-스미스(DUPONT-SMITH), 마뢰이(MAREUIL), 123 
세바스토폴, 르 호슈(LE ROCH), 엑스키(EXQUIS), 엠 갤러리 부테(M GALLERY BOUTET), 34B를 비
롯해 최초의 수상 호텔인 OFF PARIS SEINE에 이르기까지 파리에 위치한 호텔들은 혁신적이고, 독특
한 컨셉의 테마를 통한 새로운 숙박 문화 경험을 약속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미식에 있어서도 셰프들은 차별화된 창의성이 돋보이는 레스토랑을 선보이고 있다 - 생 라자르 역의 
에릭 프레숑(ERIC FRECHON)과 북역의 티에리 막스(THIERRY MARX);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랭 뒤

카스의 레 알에 위치한 레스토랑 레 샹포(LES CHAMPEAUX); 증권 거래소 근처에 오픈 한 야닉 알레노
(YANNICK ALLÉNO), 장-프랑소아 피에즈(JEAN-FRANÇOIS PIÈGE)의 두 번째 클로버(CLOVER), 메

탈 카페를 메탈모르포즈(LES MÉTALMORPHOSES)로 변모시킨 기 사부아(GUY SAVOY)의 파리 조폐국 
레스토랑 등이 대표적이다. 유행하고 있는 비스트로노미의 성공 덕분에 문을 여는 레스토랑 수는 최근 배가 

되었다. 새롭게 오픈 하는 장소들은 지방 특산물을 주재료로 한 진정한 맛을 선보일 뿐 아니라 다수의 아뜰리에
와 연계한 미식 관광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스트리트 푸드와 지역 먹거리를 즐기는 마니아들을 위한 로커보어 
레스토랑의 성공도 주목해 볼만 하다!
파리는 패션, 럭셔리… 그리고 쇼핑의 중심지이다. 파리는 쇼핑 마니아들이 주목하고 있는 여름, 겨울 세일을 비롯
해 연중 새로운 상품과 볼거리로 고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일요일도 예외는 아니다. 몽마르트(MONTMARTRE), 
마레(MARAIS) 지구, 샹젤리제(CHAMPS-ÉLYSÉES)를 비롯해2016년 오픈을 앞두고 있는 주요 관광 지역 12곳의 
상점들이 이에 해당된다. 130개의 매장과 고급 식료품 점 에디아르(HÉDIARD)를 구비한 포럼 데 알(FORUM DES 
HALLES) 개관 소식도 주목할 만 하다. 
세계적인 명성의 브랜드들은 독특한 디자인과 과감함 컨셉이 돋보이는 매장을 경쟁적으로 파리에 열기를 원한다. 
이러한 열정은 매장들을 통해 다양하게 선보여지는데, 빈티지 패션부터 프렌치 터치에 이르기까지… 세계 패셔니
스타들을 유혹한다.  
파리의 밤은 편안하고 신난다. 장르와 시대를 구분 짓지 않는 파리지엥 스타일은 모든 계층을 만족시킨다. 전통적
인 캬바레부터 비정형적인 장소, 초현대적인 클럽, 영원 불변하게 유명한 장소부터 일시적으로 열리는 파티... 더
욱 다양해지는 파티 컨셉까지!
파리는 밤에도 결코 잠들지 않는 관광지로 부각되며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브라스리 바르
베(BRASSERIE BARBÈS), 메종 수케(MAISON SOUQUET), 페르슈아(PERCHOIR), 푸앙 
에페메르(EPHÉMÈRE), 바토파(BATOFAR)와 새롭게 선보이는 마티(MATHIS)등이 대표
적인 장소들이다. 새로운 단체(WATO…)가 선보이는 콘서트, 칵테일 바, 일렉트로닉 공
연(WANDERLUST, YOYO, SOCIAL CLUB, BADABOUM…)도 파리의 밤을 더욱 화려
하게 장식 해 줄 것이다. 

파리는 창조적이다. 파리에 위치한 문화 유적지는 매년 수 백 만 명이 넘는 입장객을 
맞이 하고 있으며, 기획 전시회의 경우 매년 흥행 기록을 갱신하며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활동력은 관광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창
의적인 관광을 위해 설립된 웰컴 시티 랩(WELCOME CITY LAB) 센터는 대표적인 예로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역동적인 관광 경험을 제공한다. 파리 데 파리지엥(PARIS DES PARISIENS)은 파
리가 지닌 전형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우 트렌디하

면서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파리는 친 환경 에코도시이다. 460개 이상의 공원과 정원이 구비된 파리는 관광객들에게 친 환
경적인 모든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
는 버스 노선 정비와 트램 시설 확장, 자전거 대여 시스템 « 벨립 VÉLIB »과 전기 자동차 대여 
시스템 « 오토립 AUTOLIB » 서비스의 발달, 16개의 지하철 노선 정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중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지하철은 파리를 더욱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마

련해 주고 있다. 
센 강과 헤퓨블릭 광장 주변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녹지화 되며, 역동적

인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 파리는 파리지엥과 관광객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추기 위해 다
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은 호텔 업계로도 퍼지고 있다. 파리에 위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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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호텔들은 이미 « LA CLEF VERTE(녹색 열쇠라는 뜻) », « ÉCOLABEL(에코 라벨-친환경 마크) », 
« GREEN GLOBE(그린 글로브) »를 받았으며, 이런 종류의 인증을 받고 있는 호텔 수는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파리관광안내사무소는 지속 가능 숙박 헌장에 서명을 한 호텔이 450곳에 달한다고 발표했
다). 2015년 말 지속 발전 가능한 환경 문제를 논할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파리에
서 열렸다.
더불어 파리는 모두를 위한 여행지이다. 일반인 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가 여러 시설(에펠탑 1층, 자
드킨 미술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파리는 변화 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 파리는 하루가 다르게 영역을 넓히며 변화하고 있다. 
공원, 정원, 카페, 문화 유적지 등에서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WI-FI)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 세계를 편리

하게 이어주고 있다. 주변 지역 또한 파리와 함께 도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파리 북동부는 18구, 19구부
터 주변의 생 드니(SAINT-DENIS)와 오베르빌리에(AUBERVILLIERS)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파리 동부는 포

르뜨 데 릴라(PORTE DES LILAS) 주변으로 재 정비되고 있다.
레 알(LES HALLES) 지역의 캐노피 설치, 새로운 건물(바티뇰BATIGNOLLES 지역의 새로운 법원) 등과 
같이 파리의 미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파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미래 도시로
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와 상업적인 교류를 위해 새로운 장소로 부각될 파리 조폐국 오픈, 
일 세겡(L’ÎLE SEGUIN) 공사, 2017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는 발레 드 라 뀔뛰르(VALLÉE DE LA 
CULTURE) 프로젝트는 -시테 드 라 뮤직(CITÉ DE LA MUSIQUE)은 2016년 말 오픈 예정- 큰 관
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추구하는 변화와 발
전상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33 (0) 1 49 52 53 27 | press@parisinfo.com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 http://press.parisinfo.com
 사진다운 사이트 ี่ : http://pro.photos.parisinfo.com/en/

Photos : OTCP / Marc Bertrand, Amélie Dupont, Sarah Sergent; AccorHotels Arena; Batofar ; Bazaristain; Canopée des 
Halles / P. Berger et J. Anziutti Architectes; Dandy; Lido Paris; Monnaie de Paris; Musée de l’Homme / P. Tournebœuf Opic 
Tendance Floue; Pâtisserie C. Lignac / Y. Deret. 

매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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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파리
 수치로 보는 파리의 관광
— 2곳의 공항: 최고의 유럽의 허브 / 6곳의 기차 역(국제선)
— 2 시간 15분 소요 파리-런던 구간
— 6시간 25분 소요 파리-바르셀로나 구간
— 23 500대 자전거 구비(Vélib서비스: 자전거 대여 서비스)
— 110 000개 이상의 객실 보유

— 297개의 지하철 역/ 파리를 가로지르는 소요 시간 13분

 파리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 합리적인 가격
샌드위치 1개: 5 € / 크루아상 1개: 1€
커피 한 잔: 2 €/ 레스토랑 일반 메뉴: 15 €
지하철 티켓 한 장: 1,80 €
14곳의 박물관: 무료 입장

— 풍부한 유적지
37 개의 다리 
10 100 톤의 강철(에펠탑)
465 곳의 공원과 정원
2 000 여종의 동물 서식
6 500 년의 역사

— 다양한 문화 유산
120 조각상(뛸르리 정원)
36 000 개의 전시 작품(루브르 박물관)
200개의 성당

1 430만 명의 관람객(노트르담)

— 쇼핑
17 500곳의 상점, 4곳의 백화점

12 % 세금 감면 혜택
(비 유럽 국가에 해당)
69일 동안 세일(연중)

— 주요 행사 
하루 300개 이상의 행사 유치
뉘 블랑쉬(Nuit blanche: 백야 축제) 행사 때 거리에 모
이는 130만명 이상의 관람객
1 500 톤의 모래(파리 플라쥬Paris-Plages: 매년 여름 
센 강에 설치되는 해변)

— 즐길 거리
450회의 공연(파리 오페라)
2 300병의 샴페인(매일 밤 카바레에서 
소비되는 양) 
10 000 여 곳의 바(bar)와 레스
토랑
500회 영화 상영(매일)
100편의 유람선 운항(매일)

— 트렌드
25 000 명의 파리 거주 아티스트
950 편 이상의 영상 촬영 
100여 국에서 패션 관련 박람회를 위해 

— 비즈니스 회의 
978 회 이상의 회의 집계(2014년)
15 곳의 컨벤션 센터와 전시관
면적 600 000 m² 이상의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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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관광 안내 사무소 
세계적인 관광지 파리는 고전적인 유산에 못지 않은 트렌디 한 사고방식으로 관광객을 매료 시킨다.
파리 관광 안내 사무소(Office du Tourisme et des Congrès)는 당신에게 파리의 핵심만을 전달 한다… 

 수치로 보는 파리 관광 안내 사무소 
— 3가지 기본 정신: 서비스, 정보 제공, 도약

— 2014년 570 000 명 이상이 관광 안내 사무소 방문

— 파리의 중심부인 오페라와 루브르 박물관 사이에 파리 관광 안내 사무소 본사 위치 주
소: 25, rue des Pyramides, Paris 1er

— 파리 곳곳에 위치한 4개의 사무소: 북 역(gare du Nord), 앙베르(Anvers), 동 역(gare 
de l’Est), 파리, 시청의 파리 랑데부(Paris Rendez-vous)

— 2014년 약 1 500만 명이 파리 관광 안내 사무소 사이트를 방문 
4개의 주요 사이트 제공 언어: 불어, 영어, 스페인, 독일어  

7개의 미니 사이트 제공 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칼어, 네델란드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 SNS « 파리 쥬뗌 Paris je t’aime » (2015년 말) 
페이스북: 280 000 팬 • 트위터: 85 000 팔로워 • 인스타그램: 80 000 이용자

— 약 300 000 부가 발행되는 브로셔 무료 이용 가능(영어 또는 불어): 파리 관광 가이드(Paris City Guide), 브로
셔(Paris Guided Tours and Visits) 구비

 관광업 종사자들을 위한 서비스  
— 사진다운 사이트(불어, 영어, 스페인어, 독어)

기사 또는 브로셔 제작을 위한 4 000여장의 다양한 고화질 사진 다운 가능

— 보도 자료(다양한 언어로 발송)

—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Paris 2016” 보도 자료

« 예술과 문화 »와 관련된 3종류의 자료(불어/영어) 
« 라이프 스타일 »과 관련된 5종류의 자료(다양한 언어로 구비) 
« 파리와 사계절 »과 관련된 3종류의 자료(불어/영어)
« 맞춤 여행 » 테마 별로 구성된 4종류의 자료(불어/영어)

— 뉴스레터 ParisNews 발송(불어/영어)

— 매체를 위한 1개의 사이트 - press.parisinfo.com

— 4종류의 포스터(크기 60 x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