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by 프레데릭 오카르(Frédéric Hocquard)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빛의 도시' 파리의 밤은 다양한 취향을 충족 시키며 열정적이기에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파리지앵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모임과 축제로 

삶을 즐긴다. 카페서부터 참신한 클럽, 역사와 함께한 카바레와 야간개장 공원까지, 파리의 문화 

다양성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이 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한다. 

게다가 파리시청은 다채롭고 누구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밤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하나 

외곽지역 등 숨어있는 새로운 장소를 발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프레데릭 오카르, 밤문화 및 문화경제 담당 파리시청 보좌관 

 

사설 by 에디터들 

'파리의 축제, Night & Day'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의 파리가 여전히 핫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 

한다. 

2018년은 파리의 축제에 있어 도전의 한 해다. 파리의 밤은 야간 행사 및 축제 주최자, 문화를 

선도하는 이들의 손길로 계속해서 변화하며 재탄생하고 있다. 게다가 더 많은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밤은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이 돼버렸다. 그 속에서 파리의 밤문화는 복합성과 

유동성이 강해졌다. 그리고 밤은 이성, 나를 억압하던 구속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시간이다. 세계 

곳곳의 많은 수도들이 주거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다수 잃었다. 

이런 현상은 파리도 빗겨갈 수 없었다. 하지만 파리는 파리지앵들이 파티에 대해 갖고 있는 갈증

을 포기할 도시가 아니기에 수도 변두리에 축제의 장이 다수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 타지역과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 덕분에 파리의 관광 산업은 지난 해 호황을 이뤘다. 파

리를 여행지로 찾게 되는 가장 큰 문화적 요소 가운데 축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파리 종합 관

광 안내소가 2017년 6월 발표한 관광경제전망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84.6%가 "파리를 축제의 

도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17.7%가 여전히 파리가 '휴식'에 적합하다고 여기

고 있다. 이는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작업은 파리의 축제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파리의 매력도에서 축제 및 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양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세월이 흐르고 분석을 해본 결과, 파리의 축제는 클럽과 카바레로 한정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은 분명해보인다. 문화, 식도락,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관광분야에 녹아들어 관광객들을 사로잡

고있다.  

축제는 도시공간을 새로운 방법으로 디자인하고 정돈 및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파리를 '소비'하게

끔 하는 시동장치다. 파리 전체를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축제가 도시 곳곳의 공간에 스며

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 임시 혹은 상시로 파티와 공연을 주최하기에 적합한 장소들을 물색하는 

기획자, 단체, 크루 및 개인들을 SDF이라고 부른다. SDF는 'Sans Discothèque Fixe'의 준말로 '출장 

디스코텍'을 의미한다. 디스코텍이라는 표현이 레트로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파티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아나선다. 그 곳들이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 혹은 허허벌판인 경우도 있

다. 이런 부류의 문화 및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파리축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프로모터

(promoter)'라 소개할 수 있겠다.  

재창조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한 장소, 페스티벌 시장의 필요를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 잠깐의 변

신시간을 가진 뒤 다시 오픈하는 장소 등 현재 파리에는 파티장소가 가득하다.  

 

NEWS, STRONG TIMES AND CHALLENGES 

- 파리에는 '세클르 드 쥬(Cercles de Jeux)'를 대신할 '겜블링 클럽'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 

'세클르 클리시(Cercle Clichy)'에 이어 '파르투쉬(Partouche)', '트랑샹(Tranchant)'과 

'레노(Raineau)' 등 3 개 기업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2018 년 카지노들이 오픈할 예정이다. 

프랑스 카지노 업계의 리더로 불리는 바리에르(Barrière) 그룹은 파리의 대표적인 카지노 

'아비아시옹 클럽 드 프랑스(Aviation Club de France)'가 위치해있던 샹젤리제 거리 

104 번지에 새로운 카지노를 탄생시키기 위해 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슬롯 머신과 룰렛 등 진정한 카지노의 분위기를 원하는 이들은 여전히 카지노 앙기엥 레 

뱅(Casino d’Enghien Les Bains)을 찾을 것이다.   

- 2018 년은 파리에게 있어 성소수자 여행객들을 확실히 끌어 모을 수 있는 한 해이다. 

2018 년 8 월 4 일부터 12 일까지 파리에서 '제 10 회 게이 게임즈(Gay Games)'가 주최되기 



때문이다. 이 대회는 약 1 만 5 천명이 참여하는 대형행사다. 파리는 이 기회를 통해 

축제의 나라로 불리며 핫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 도전장을 내밀며 전 세계 

게이들에게 파리도 축제에 있어 뒤지지 않는 국가임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이 밖에도 

2 주간 진행되는 '라 컁젠 데 피에르테(La quainzaine des fiertés)'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6 월 30 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LGBT 퍼레이드(Marche des Fiertés)도 잊어선 안 된다.  

 

 트렌드  

파리의 밤문화가 형성되는 장소가 꾸준히 변화하면서 지리적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2백

만명 파리 인구를 천만명의 일 드 프랑스 인구가 둘러싸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

른다. 또한, 젊은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외진 곳을 찾는 데는 경제적 이유와 편리성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적 현상도 존재한다. 최신 파티와 축제들은 기존의 홍보방식에서 탈피해 입

소문만으로 알려지면서 점점 '암호화'되고 있다.  

파리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규모의 단기 축제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 다수의 여름 뮤직 페스티벌 

- 임시로 설치된 테라스와 시설 

- 가까운 외곽지역에서 잠시 '무단'으로 열리는 '자유로운 축제' 

 

가요, 힙합, EDM 등의 뮤직 페스티벌들도 틀에 박힌 방식을 거부하며 앞다퉈 열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유효하다. 한 예로, 라이브네이션(Livenation)은 '파리 썸머 잼(Paris 

Summer Jam)'을 내놓았다. 이는 라자르 투자은행(Lazard Bank), 레쟁록(Les Inrocks), 르몽드(Le 

Monde)의 대표 마티외 피가쓰(Matthieu Pigasse)와 '롤라팔루자(Lollapalooza)'의 창시자 AEG가 힘

을 합쳐 주최하는 ‘락 엉 센’ (Rock En Seine)'에 대적하기 위한 행사이다. 

행사가 임시로 열리는 곳은 너무나 많다. '거물급' 행사가 열리는가 하면 작은 규모의 축제도 많이 

진행된다. 창고 같은 곳에서 열리는 축제들은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많다. 봉봉 뉘(Bonbon Nuit)

의 기자였던 MPK의 말마따나, 이 곳들을 클럽을 대신하는 스팟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파리는 더 

이상 런던, 베를린, 바르셀로나, 브뤼셀 혹은 암스테르담의 열기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름은 파리를 가장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계절이다. 옥상과 센강 곳곳에 테라스가 개장한다. 게

다가 파리의 여름밤은 질릴 때까지 계속된다.  

대형행사 같은 경우엔, '뉘 블랑쉬(Nuit Blanche)'가 큰 성공을 거둔 뒤로 밤시간대에 열리는 경우

가 많아졌다. '토론의 밤', '연대의 밤'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행사들이 파리의 밤을 환하게 빛춘다. 



'LGBT 퍼레이드'와 '테크노 퍼레이드(Techno Parade)'는 특별한 재원없이도 각각 30만명이 넘는 참

가자를 유치하며 한 학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다.  

'파리의 축제, Night & Day'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말해주듯, 축제는 더 이상 '밤'에만 진행 되는 

행사가 아니다. 이 자료는 하루를 태양의 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Morning : 해가 뜨기 시작할 때 

 Afternoon :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Evening : 해가 지기 시작할 때 

 Night : 달이 밤하늘을 점령했을 때 

미셸 모(Michel Mau) & 크리스토프 빅스-그라(Christophe Vix-Gras) 

https://www.linkedin.com/in/michel-mau/  

https://www.linkedin.com/in/vixgras/ 

 

Evening 

파리에는 마실거리를 판매하는 장소가 9천 군데가 넘어 여행객들의 선택폭이 굉장히 넓다. 이 가

운데 많은 동네 바들이 새단장을 마치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할 수 

있는 곳들은 계절마다 다르다. 새로움과 녹지를 좋아하는 이들에겐 여름에 파리 북부와 외곽 지

역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혹은 다시금 아페리티프와 저녁 파티를 즐기는 이들의 성지가 되고 

있는 센강 주변도 가보길 권한다. 몇 군데 주목할만한 클럽도 잊어선 안 된다.   

 

 아페리티프 

식전에 술 한잔 하기 위해 친구들끼리 모이는 것은 프랑스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자 문화이다. 

식도락의 수도인 파리에는 프랑스 특유의 분위기를 띠고 있는 바부터 은밀한 분위기의 바까지, 

좋은 사람끼리 다양한 종류의 넥타르 혹은 레드 와인 한 잔 즐길 수 있는 곳이 수 천군데 존재한

다. 최근에는 내추럴 와인의 트렌드에 이어 '비스트로노미(bistronomie)' 열풍이 새로이 불고 있다. 

비스트로노미는 캐쥬얼한 분위기 속에서 비스트로(bistrot)와 식도락(gastronomie)을 조화롭게 결

합시킨다. 게다가 오래 전부터 존재 해오던 보졸레 누보(Beaujolais Nouveau)축제 뿐 아니라 비스

트로노미 클럽(Bistronomie Club), 푸딩(Fooding), 레 본 외르(Les Bonnes Heures), 프랑스 미식 축

제(Fête de la Gastronomie)가 더해지며 비스로노미는 축제의 분위기도 갖게 됐다.  

아페리티프를 즐기기 좋은 동네 

 

르 바 뒤 마르셰(Le Bar du Marché) – new 

생 제르맹(Saint-Germain)의 대표적인 테라스 카페 가운데 하나.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https://www.linkedin.com/in/michel-mau/
https://www.linkedin.com/in/vixgras/


볼 수 있는 곳. 또, 주목 받고 싶다면 꼭 가야할 곳. 굉장히 파리스러운 곳.  

75 rue de Seine - Paris 6 

https://www.facebook.com/pages/Bar-du-March%C3%A9/111678278891474 

 

르 바르보퇴르(Le Barboteur) 

르 바르보퇴르는 선상 바(bar)로 19구에 위치한 우르크 운하(canal de l’Ourcq)부터 보비니

(Bobigny)까지 이동한다. 파리에서 동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서 직접 재배한 과일과 채소로 만

든 다양한 요리를 제공한다. 육식파와 초식파 모두의 취향을 충족 시키는 클럽 샌드위치, 생선 

튀김과 디저트, 칵테일까지 원하는대로 선택하면 된다.   

운영 기간 : 3월-10월  

https://www.facebook.com/canalbarboteur/ 

 

르 바롱 루주(Le Baron Rouge) 

오크통이 있는 진정한 와인 바. 자리에서 와인을 즐겨도 되고 가져가도 된다.  

1, rue Théophile-Roussel - Paris 12 
http://lebaronrouge.net 
 

카페 드 플로르(Café de Flore)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와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즐겨 찾는 

곳이었으며 줄리에트 그레코(Juliette Greco)는 신발 밑창이 닳도록 이 곳을 자주 방문했다. 생 

제르맹 데 프레(Saint-Germain-des-Près)에 위치한 카페 드 플로르는 문학적인 가치도 지닌다. 그 

맞은 편에는 라이벌 카페 '립(Lipp)'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곳에 가면 프랑스 작가 보리스 

비앙(Boris Vian)이 내쉰 공기를 마시는 행운을 얻을 수도.    

172, boulevard Saint-Germain - Paris 6 
https://www.facebook.com/Cafedefloreofficial  
 

레 폴리(Les Folies) 

옛날 카바레였던 자리에 문을 연 레 폴리는 활기찬 분위기의 바이다. 테라스가 있으며 포스터와 

네온사인으로 가득 찬 인테리어는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80년대를 대표하는 펑크&록 바가 

되기 전엔 프랑스 가수 린 르노(Line Renaud)가 이곳에서 데뷔하기도 했다.  

8, rue de Belleville - Paris 20 

www.aux-folies-belleville.fr 

 

조르주(Georges) 

퐁피두센터 옥상 위에 위치한 이 곳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페리티프를 즐기기에, 둘이든 

여럿이든 근사한 저녁식사를 하기에 좋은 분위기와 아름다운 뷰를 동시에 제공한다.  

Centre Pompidou - Paris 4 
www.restaurantgeorgesparis.com 
 

라 페를르(La Perle) 

https://www.facebook.com/pages/Bar-du-March%C3%A9/111678278891474
https://www.facebook.com/canalbarboteur/


마레 지구에는 아페리티프를 즐길 수 있는 진주(perle)가 숨어있다.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이 곳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술을 양껏 마셔대길 좋아하는 패셔니스타들의 아지트가 됐다. Madj가 책임지

고 있는 라 페를르의 음악은 여전히 트렌디하다.  

78, rue Vieille du Temple - Paris 3 

http://cafelaperle.com/ 

 

르 피스통 펠리캉(Le Piston Pélican) 

카르본 14(Carbone 14)의 전 셰프 스테판 카르본(Stéphane Carbone)이 새롭게 오픈한 곳으로 맛

있는 타르티플레트 요리, 엄선된 와인 리스트와 아늑한 음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15, rue de Bagnolet - Paris 20 

http://pistonpelican.com/ 

 

르 리보뤽스(Le Rivolux) – new 

록 음악이 흐르는 카페 겸 바는 생동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방문객들에게 간단한 안주, 시원한 

생맥주와 해피아워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16 rue de Rivoli - Paris 4 

https://www.facebook.com/Rivolux-254072814724049/ 

 

르 셀렉트(Le Sélect) 

레스토랑 라 쿠폴(la Coupole)의 맞은편에 위치한 르 셀렉트는 1920 년대에 몽파르나스에 생겨난 

유명한 카페들 중 하나로, 오늘 날에도 큰 의미를 지닌 곳으로 남아있다. 

99, boulevard du Montparnasse - Paris 6 
www.leselectmontparnasse.fr  

 

 믹솔로지(Mixologie) 

 

믹솔로지는 하나의 예술이자 실력있는 바텐더들이 자유자재로 다루는 조예깊은 연금술이다. 호텔 

바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 '과학'은 2000 년대 말부터 파리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다. 믹솔로지를 

찾아 볼 수 있는 곳에는 까다로운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장소들이 많다.  

 

앤디 월루(Andy Wahloo) - new 

파리 3 구의 작은 골목에는 활기찬 분위기, 화려한 장식과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앤디 

월루가 숨어있다. 맛집 르 데리에르(Le Derrière)와 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69 rue des Gravilliers - Paris 3 
https://www.andywahloo-bar.com/  
 

르 볼룸 뒤 비프클럽(Le Ballroom du Beef Club) - new 

지하에 위치한 르 볼룸 뒤 비프클럽은 비밀스럽고도 은밀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어딘지 모를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편안하고 큰 쇼파에 앉아 환상적인 맛의 칵테일에 취할 수 있을 것이다.  

58, rue Jean-Jacques Rousseau - Paris 1 

http://cafelaperle.com/
http://pistonpelican.com/
https://www.facebook.com/Rivolux-254072814724049/
https://www.andywahloo-bar.com/


https://www.facebook.com/LeBallroomDuBeefclub 
 

라 칸델라리아(La Candelaria) 

노르마레(Nord Marais) 중심에 숨어있는 곳이다. 홀을 지나면 방문객은 주방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으며 검은색의 시크한 바를 발견한다. 여기선 멕시코에서처럼 아가베(Agave) 베이스 

칵테일을 제공하며 이 리큐어를 사랑하는 이들을 다방면으로 만족시킨다.  

52, rue de Saintonge - Paris 3 
http://www.quixotic-projects.com/venue/candelaria  
 

라 코뮌(La Commune) 

르 상디카(le Syndicat, 아래 정보 참조)의 팀이 럼과 과일펀치 베이스 칵테일을 판매하며 

벨빌(Belleville)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80, boulevard de Belleville - Paris 20 
http://syndicatcocktailclub.com/la-commune 
 

엑스페리멩탈 칵테일 클럽(Experimental Cocktail Club) 

몽토르괴이(Montorgueil)지역의 이상적인 곳에 자리잡은 엑스페리멩탈 칵테일 클럽은 칵테일을 

가장 잘 만드는 곳 중 하나로 꼽힌다. 

37, rue Saint-Sauveur - Paris 2 
http://www.experimentalevents.com/paris 
 

라보마틱(Lavomatic)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 중 하나로, 바에 들어서기 위해선 실제 빨래 건조기라는 착각이 드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30, rue René-Boulanger - Paris 10 
http://www.lavomatic.paris 
 

마벨(Mabel) - new 

몽토르게이유(Montorgueil)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벨은 작지만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럼 베이스 칵테일 애호가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58 rue d'Aboukir - Paris 2 
http://www.mabelparis.com/  
 

르 문샤이너(Le Moonshiner) 

피자집 냉동창고 뒤에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작은 바. 

5 rue Sedaine - Paris 11  
https://www.facebook.com/Moonshiner-390791131035525/  
 

프레스크립시옹 칵테일 클럽(Prescription Cocktail Club) 

이 곳은 2007 년부터 파리의 믹솔로지를 대표하고 있으며 런던과 뉴욕에도 지점을 냈다. 

23, rue Mazarine - Paris 6 
https://www.facebook.com/Prescription-Cocktail-Club-198121943593 
 

르 쉐이크 앤 쉐이슈(Le Shake n Shash) 

노르 마레(Nord Marais)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바에서는 칵테일 Esquisse N°2 를 만든 

칵테일의 달인을 찾아 볼 수 있다. 

87, rue de Turbigo - Paris 3 

https://www.facebook.com/LeBallroomDuBeefclub
http://www.lavomatic.paris/
http://www.mabelparis.com/
https://www.facebook.com/Moonshiner-390791131035525/


https://shakensmash.com 
 

르 상디카(Le Syndicat) 

르 상디카는 '프랑스 술을 지키는 조직(Organisation de Défense des Spiritueux Français)'이라는 

확실한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다. 낙서와 포스터가 잔뜩 붙어있는 벽을 지나면 프랑스 

리큐어만을 파는 근사한 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1, rue du Faubourg-Saint-Denis - Paris 10 
http://syndicatcocktailclub.com/la-commune 
 

믹솔로지 페스티벌 & 살롱: 

파리 칵테일 위크(Paris Cocktails Week) 2018 년 1 월  http://pariscocktailweek.fr 

칵테일 스피릿(Cocktail Spirit) 2018 년 6 월 http://www.cocktailspirits.com 

 

 애프터워크(Afterwork) 

 

애프터워크는 화이트 칼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일 것이다. 회사 동료들과 놀러 

나온 직장인들이 사랑하는 목요일 밤부터 그 열기는 대단하다. 넥타이를 푸르고 동료와 함께 

얼큰하게 취하기 너무도 좋은 날이다.  

 

르 파샤마마(Le Pachamama)-new 

바스티유(Bastille) 근처 웅장한 건물에 자리하고 있는 르 파샤마마는 라틴 음악과 이국적인 

취향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댄스 플로어를 제공한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이 곳은 

방문자들의 숨어있는 남미 성향을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  

46, rue du Faubourg-Saint-Antoine - Paris 12 
https://www.facebook.com/PachamamaParis/ 
 

카페 오즈 로프탑(Café Oz Rooftop) 

센 강가에 위치한 호주 스타일 펍에서 야외 맥주를 즐겨보자. 축구 경기를 보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을 때마다 캥거루마냥 기쁨의 점프를 뛰어도 좋다.  

Cité de la Mode 34, quai d’Austerlitz - Paris 13 

https://fr-fr.facebook.com/cafeozrooftop  

 
 

르 오보 클럽(Le Hobo Club) 

샹젤리제 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근사한 클럽이다.  

67, rue Pierre-Charron - Paris 8 
http://www.lehoboclub.com 
 

르 마담(Le Madam) 

샹젤리제 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다. 작고 아늑한 분위기의 르 마담은 작은 규모의 

콘서트와 애프터워크 파티를 번갈아 가면서 연다.  

128, rue de la Boétie - Paris 8 
http://lemadam.com 
 
 

https://www.facebook.com/PachamamaParis/
https://fr-fr.facebook.com/cafeozrooftop
https://fr-fr.facebook.com/cafeozrooftop


르 팔레 마요(Le Palais Maillot) 

라 데팡스(la Défense)와 뇌이(Neuilly)에서 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다.  

2, place de la Porte-Maillot - Paris 17 
http://palaismaillot.fr 
 

르 페르슈아르(Le Perchoir) 

2013 년에 생긴 르 페르슈아르는 BHV 백화점과 파리동역 옥상에도 생겨나며 지점을 늘렸다.  

14, rue Crespin-du-Gast - Paris 11 
BHV, 37 rue de la Verrerie - Paris 4 

파리 동역(Gare de l’Est), hall Saint-Martin - Paris 10 

http://www.leperchoir.tv 
 

르 케(Le Quai) 

센 강변에 자리한 예쁜 어선 모양의 레스토랑.  

Port de Solferino - Paris 7 
http://www.restaurantlequai.com 

 

 클럽 바 & 비포(Before) 

 

계절에 상관없이 파리의 활기를 느끼고 싶다면 늦은 밤까지 분위기를 주도하는 바를 가보는 것도 

좋다. 특정 바들은 새벽 4 시까지 영업하며 완벽한 미니클럽으로 변신한다. 이 곳 DJ 들은 모두 

실력자로 구성돼있어 '마지막에 등장하는 스타'를 기다리기 위해 늦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르 9B(Le 9B) 

르 9B는 지하에 방음이 잘 되어있는 댄스 플로어를 숨겨놓았다. 파리 출신의 DJ들이 하우스 음악

과 EDM, 힙합, 테크노 음악을 틀며 파리의 밤을 깨운다.   

68, boulevard de la Villette - Paris 19 

http://www.le9b.com 
 

레 카트르 엘레멍(Les 4 Éléments, 4 원소) 

하우스와 테크노음악 편성에 있어 파리 클럽 중 가장 과감한 곳이라 할 수 있겠다.  

149, rue Amelot - Paris 11 
www.bar4elements.com 
 

카보 드 라 위셰트(Caveau de la Huchette) 

재즈에 맞춰서도 충분히 춤을 출 수 있다. 1946 년부터 존재하는 이 라이브 재즈 바에서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은 영화 « 라라랜드 »에도 나왔다. 생 미셸(Saint-Michel)지역에 위치한 중세시대풍의 

동굴에선 코튼클럽(Cotton Club)과 사보이(Savoy)가 흥했을 때와 같은 음악인 비밥, 스윙, 

뉴올리언즈(New Orleans) 재즈를 들려준다. 주말엔 새벽 4 시까지 문을 연다.  

5, rue de la Huchette - Paris 5 
http://www.caveaudelahuchette.fr 
 

르 자자(La Jaja) - new 



레 알(Les Halles) 근처 몽토르게이유 지역에 위치한 르 자자는 소싯적 잘 나가던 지역의 오래된 

비스트로가 가진 소박한 매력을 가졌다. 레슬리 바바라 버치(Leslie Barbara Butch) 같이 실력있는 

DJ 들이 즐거운 파티를 꾸며주기도 한다.  

56 rue d'Argout - Paris 2 
www.lajaja.fr 
 

레 프티트 구트(Les Petites Gouttes) 

레 프티트 구트는 18 구에서 콘서트와 DJ 파티를 돌아가면서 여는 장소 중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모임, 공연, 와인 클래스, 특산물 시장 등이 열리기도 한다.  

12, esplanade Nathalie-Sarraute - Paris 18 
http://www.lespetitesgouttes.com 
 

로사 보뇌르 쉬르 센(Rosa Bonheur sur Seine) 

로사 보뇌르 쉬르 센에 가면 라 카마르그(la Camargue) 지방이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파리 

내에서 제대로 된 강게트(Guinguette, 야외에서 먹고 마시며 춤도 추는 교외의 술집)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센 강변에 위치해 있어, 부두는 나폴리 피자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로 

변신한다. 다리 위에서는 저녁마다 보데가 스타일의 파티와 수요일에는 프랑스의 17~18 세기 춤 

뮈제트, 팝록, 플라맹고를 연달아 출 수 있는 무도회가 열린다.  

Port des Invalides - Paris 7 
http://rosabonheur.fr 
 

르 트뤽셀(Le Truskel) 

르 트뤽셀은 11 구에 위치한 메카닉 옹뒬라투아르(Mécanique Ondulatoire)와 팝인(Pop’In)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팝과 록의 소굴이다. 펍처럼 생긴 이 바에는 3 개의 룸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으며 뛰어난 라이브 팀과 DJ 라인업을 만나 볼 수 있다.  

12, rue Feydeau - Paris 2 
http://www.truskel.com 
 

우도 바(Udo Bar) new 

오베르캄프(Oberkampf) 지역의 조용한 거리에 위치한 우도 바에서는 함부르크에서나 맛 볼 법한 

진정한 커리부어스트(curry wurst)와 EDM 음악을 즐길 수 있다.  

 
4 bis rue Neuve Popincourt - Paris 11 
http://www.udobar.com/ 
 

제로 제로(Zero Zero) 

제로 제로는 저렴한 칵테일과 쿨한 분위기, 사람들 가운데서 디제잉을 하는 유쾌한 DJ 가 있는 

파리 동부의 미니클럽이다.  

89, rue Amelot - Paris 11 
https://www.facebook.com/Z%C3%A9ro-Z%C3%A9ro-161969777215832  

 

 LGBT bars 

옛 마레는 죽고 새 마레가 찾아왔다. 게이들이 아지트 삼았던 파리의 중심이 변신하고 있다. 

오늘날 들어 누군가의 아이덴티티를 넘어 집단성을 나타내는데 '동네'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http://www.lajaja.fr/
http://www.udobar.com/


많은 곳들이 게이프렌들리한 공간으로 변하고있다. 파리 4 구 마레지구에서 활발했던 밤 문화 

트렌드가 최근에는 파리 3 구의 노르 마레(Nord Marais)나 다른 주요 지역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도 쉽게 알아 차릴 수 있을 것이다.  

  

3W 카페(3WKafé) - new 

3W = Women With Women. 레즈비언들을 위한 이 바는 가라오케와 이 곳만의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8 rue des Écouffes - Paris 3 
https://www.facebook.com/3wkafe/ 
 

알라 폴리(À la Folie) 

라 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의 핫한 곳에 자리 잡은 이 곳은 그릴과 불판이 있는 예쁜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다. 주말에는 렉스(Rex)클럽의 음악을 책임졌던 사장님이 직접 편성한 

최신음악들을 틀어주는 클럽으로 변신한다.  

26, avenue Corentin-Cariou - Paris 19 
http://alafolie.paris 
 

셰 뤼(Chez Lui) - new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역 공쿠르(Goncourt) 근처에 위치한 바-레스토랑인 이곳엔 DJ 들이 

틀어주는 음악이 흐른다. 게다가 여장 남자 그룹 게이 파리(Gay Paree)의 쇼도 주기적으로 

구경할 수 있다.   

67 rue Saint Maur - Paris 11 
https://www.facebook.com/Chez-Lui-659428777555045/ 
 

르 듀플렉스(Le Duplex) 

르 듀플렉스는 마레에서 가장 오래된 게이바 중 하나로, 복층으로 되어있으며 높은 벽에는 

주기적으로 작품들이 걸린다. 남녀 할 것 없이 찾는 이곳은 단연 마레지구의 가장 이지적인 장소 

중 하나일 것이다. 수준 높고 신나는 음악 리스트는 다른 클럽과 비교할 수도 없다.  

25, rue Michel-Le-Comte - Paris 3 
https://www.facebook.com/Le-duplex-bar-124166857649715 
 

르 라보(Le Labo) - new 

롱바르(lombards)거리 한복판 위치한 르 라보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3 시부터 이튿날 

아침 6 시까지 열려있다. 칵테일의 가격은 그 지역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해피 아워가 

오후 3 시부터 밤 11 시까지 계속 되는데다가 생맥주 한 잔에 3.50 유로밖에 하지 않는다. 오늘의 

칵테일은 1 리터에 15 유로다. 난로가 있는 테라스와 지하에 있는 클럽까지 성소수자 뿐 아니라 

이성애자 고객들도 이 곳의 핫한 분위기를 즐긴다.  

37, rue des Lombards - Paris 1 
https://www.facebook.com/teamlabobarclubparis/  
 

라 민(La Mine) 

'페티시'가 있는 남성들과 그들을 좋아하는 이들이 주로 찾는 게이바.  

20, rue du Plâtre - Paris 4 
http://www.bar-mine.fr 
 

https://www.facebook.com/3wkafe/
https://www.facebook.com/Chez-Lui-659428777555045/
https://www.facebook.com/teamlabobarclubparis/


르 모데른(La Moderne) - new 

90 년대에 성소수자의 연대 Act Up 에서 목소리를 내고, PAF 에서 활동한 배우 랄라 카우스카 

레니에(Lalla Kowska Régnier)의 이야기가 마레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바에서 빛난다. 

그녀는 소신이 뚜렷한 여성으로서 이 곳을 오픈했다. 한 번쯤은 가보길 추천한다.    

91 rue Beaubourg - Paris 3  
https://www.facebook.com/barlamoderne/ 
 

라 뮤티느리(La Mutinerie) 

레즈비언 바로, 모든 이들(특히 여성)에게 문이 열려있다. 당구대도 준비되어 있어 남녀 모두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다.  

176, rue Saint-Martin - Paris 3 
http://www.lamutinerie.eu 
 

오픈 카페(Open Café) 

해피 아워를 즐기기에 가장 친숙하고 대표적인 술집이다.  

17, rue des archives - Paris 4 
https://www.opencafe.fr 
 

르 케찰(Le Quetzal) 

마레 지구에 위치한 1980 년대 풍의 메탈 인테리어의 게이 바.  

10, rue de la Verrerie - Paris 4 
https://www.facebook.com/Quetzal-BAR-195263850822790 
 

레드 바(Raidd Bar) - new 

매일 밤 문을 여는 이 곳은 손님 앞에서 샤워 하는 스트립댄서들이 꾸미는 섹시한 공연으로 

유명하다. 관광객들은 이 곳을 흔히 '샤워 바'라고 부른다.  

https://www.facebook.com/RAIDDBARPARIS  
 
 

불레 부(Voulez Vous) - new 

카페 겸 레스토랑인 불레 부는 마레지구의 중심에서 커피 한 잔, 칵테한 한 모금 혹은 간단한 

주전부리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18, rue du Temple - Paris 4 
http://www.cafevoulezvous.com/ 
 
 

로사 보뇌르(Rosa Bonheur) 

뷔트 쇼몽(Buttes-Chaumont)공원 중심에 위치한 로사 보뇌르는 목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요일에는 평범한 술집이다. 하지만 목요일은 EDM 애호가들과 DJ 들이 붐비는 공간으로, 그리고 

일요일은 몇 년 전부터 LGBT 와 그들의 '지인'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으로 변신한다.  

2, allée de la Cascade - Paris 19 
http://rosabonheur.fr  
 

레 수플뢰르(Les Souffleurs) 

레 수플뢰르는 퀴어들이 파리에서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다. 지하에 자리잡은 이 곳에는 EDM 

DJ 들이 주로 오며 다른 장르의 음악도 종종 나온다.  

7, rue de la Verrerie - Paris 4 

https://www.facebook.com/barlamoderne/
https://www.facebook.com/Quetzal-BAR-195263850822790
https://www.facebook.com/RAIDDBARPARIS
http://www.cafevoulezvous.com/


https://www.facebook.com/Lessouffleurs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  

 

콘서트 홀의 수를 집계하는 맵(Map) 네트워크에 의하면, 파리에는 87 곳에 콘서트 홀이 존재한다. 

프랑스 음악에서부터 아프리카 음악까지, 대형 콘서트 홀부터 프라이빗 공간까지, 라이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곳들은 많고, 기발하며 세심하다. 파리와 그 주변 지역들은 "젊은 예술가들의 

도약(Le Tremplin de Jeunes Artistes)"과 같은 국제투어도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들을 제공한다.   

 

오 트루아 마예츠(Aux Trois Mailletz) new 

라탱(Latin) 지역 중심에 위치한 13 세기 중세시대 풍의 작은 지하실엔 레스토랑, 피아노 바, 

카바레, 라이브 뮤직바가 숨어있다.  

56, rue Galande - Paris 5 
https://www.auxtroismailletz.com/ 
 

엘리제 몽마르트(Élysée-Montmartre) 

엘리제 몽마르트는 1807 년에 지어졌으며 2011 년에는 화재로 인해 부득이하게 리노베이션에 

들어갔다. 큰 틀은 구스타브 에펠(Gustave Eiffel)이 설계한대로 남아있고 리노베이션을 마친 내부 

홀에서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콘서트들이 열린다.  

72, boulevard de Rochechouart - Paris 18 
www.elyseemontmartre.com  
 

에스파스 베(Espace B) 

집 앞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법한 이 바는 레스토랑인 동시에 활기 넘치는 공연이 종종 열리는 

콘서트 홀로 변하기도 한다.  

16, rue Barbanègre - Paris 19 
http://espaceb.net 
 

르 플로우(Le Flow) 

알렉상드르 3 세 다리(pont Alexandre III) 아래에 위치한 르 플로우는 완벽한 복합 플레이스다. 

미래지향적인 어선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곳은 날씨 좋은 날 앉아 있기 좋은 테라스, 제라르 

카냐(Gérard Cagna) 셰프의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콘서트 홀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 위 갑판에는 클럽 겸 바도 준비돼있다.  

Port des Invalides - Paris 7 
http://www.flow-paris.com 
 
 

라 가르 재즈(La Gare Jazz) - new 

프티트 상튀르(Petite ceinture)의 한 역에선 매일 저녁 무료 재즈 콘서트가 열린다. 프랑스 및 

세계 곳곳의 내로라 하는 뮤지션들이 2000m2 에 달하는 정원에 모인다. 얼른 가보자. 

1 avenue Corentin Cariou - Paris 19 
https://www.facebook.com/LaGareJazz/ 
 

라 마르브르리(La Marbrerie) 

https://www.auxtroismailletz.com/
http://espaceb.net/
http://www.flow-paris.com/
https://www.facebook.com/LaGareJazz/


여러 분야를 다루는 이 곳은 몽트뢰유(Montreuil) 지역에 위치해있으며 1 500m2 에 달하는 옛 

산업 단지에 자리 잡았다. 라 마르브르리에선 콘서트와 무용 공연 등 다양한 예술 무대가 

준비되고 선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테라스가 있는 바와 레스토랑도 인기를 끌고 있다. 히스페닉 

및 아프리카 지역의 특징을 담은 댄스파티도 열린다. 그 뒤에는 콘서트 혹은 애프터 파티가 

준비되기도 한다.  

21, rue Alexis-Lepère - 93100 Montreuil 
http://lamarbrerie.fr 
 

르 시누아(Le Chinois) 

11 구 오베르캄프(Oberkampf)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식료품점 랄리멍타시옹 제네랄(Alimentation 

Générale)의 구성원들이 오픈한 이 곳은 록과 펑크 장르의 최신 음악 공연이 열리는 작은 콘서트 

홀이다. 주말엔 베를린 스타일의 클럽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6, place du Marché - 93100 Montreuil 
https://www.facebook.com/lechinoisdemontreuil 
 

라 마로키느리(La Maroquinerie) 

라 마로키느리는 파리의 '작은' 콘서트 홀 top 4 안에 든다. 규모는 작지만 이 곳에서 열리는 

공연의 수준만큼은 굉장히 높다. 눈 감고도 찾아 갈 수 있다.  

23, rue Boyer - Paris 11 
www.lamaroquinerie.fr 
 

뉴 모닝(New Morning) 

재즈, 블랙뮤직, 펑키, 레게의 음악세계에서 제대로 알아주는 장소이다. 뉴모닝은 올해, 빌리 

콥햄(Billy Cobham)과 존 맥러플린(John McLaughlin)과 같은 재즈 스타들의 콘서트를 열며 

35 주년을 맞이한다.  

7-9, rue des Petites-Écuries - Paris 10 
http://www.newmorning.com/ 
 

올림피아(L’Olympia) 

올림피아는 전설로 내려오는 파리의 공연들이 열린 곳으로 권위있는 콘서트가 있다 하면 단연 

이곳에서 열린다. 지난 세월과 그간의 감동이 그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올림피아를 완성했다.  

28, boulevard des Capucines - Paris 9 
http://www.olympiahall.com 
 

살 플레옐(Salle Pleyel) 

클래식 공연을 주로 열던 역사적인 아르 데코(Art Déco)가 탈바꿈하여 오늘에는 현대 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올리는 곳으로 변신했다. 

252, rue du Faubourg-Saint-Honoré - Paris 8 
https://www.sallepleyel.com 
 

슈퍼소닉(Supersonic) 

콘서트 홀 겸 클럽인 이곳은 약 200 명의 인원을 수용한다. 슈퍼소닉은 뉴욕스러운 작업실 

느낌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인디음악 애호가들과 올빼미족들을 위해 1 년 365 일 

열려있다.  

9, rue Biscornet - Paris 12 
www.supersonic-club.fr 

http://lamarbrerie.fr/
https://www.facebook.com/lechinoisdemontreuil
http://www.supersonic-club.fr/


 

 공연&카바레 

 

19 세기부터 지금까지, 파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프렌치 캉캉(French Cancan)을 빼놓을 수 

없다. 게다가 프렌치 캉캉 공연은 색색의 깃털과 빛나는 보석, 그리고 어여쁜 외모의 여성들을 

보고자 하는 방문객들의 꿈을 이루어준다.  

 

벨 칸토(Bel Canto) 

레스토랑 벨 칸토에서는 음식과 오페라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서정적 고양을 하며 

저녁식사를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72, quai de l’Hôtel-de-Ville - Paris 4 
http://www.lebelcanto.com  
  

브라질 트로피칼(Brasil Tropical) 

몽파르나스 타워 아래에 위치한 이 곳은 언제나 활기찬 이국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파티도 

종종 열리곤 한다.  

33, avenue du Maine - Paris 14 
http://www.brasiltropical.com  
 

르 크레이지 호스(Le Crazy Horse) 

보석상자와도 같은 크레이지 호스는 가장 관능적인 쇼를 제공하기 위해 패션과 댄스계의 

거장들을 초청하여 주기적으로 공연을 재구성한다.  

12, avenue George-V - Paris 8 
http://www.lecrazyhorseparis.com  
  

리도 쇼(Le Lido) 

“Made in Paris” 카바레의 굵직한 장소인 이 곳에선 유명한 공연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의 전 예술감독이 연출한 쇼를 볼 수 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 공연을 놓쳐서는 안 

된다.  

116, avenue des Champs-Élysées - Paris 8 
http://www.lido.fr  
 

마담 아르튀르(Madame Arthur) 

몽마르트에 위치한 이 옛날 선술집은 이제 카바레 형태의 장소가 되었다. 여장한 코미디언들이 

옛날 그리고 요즘 노래들을 라이브로 들려준다.  

75 bis, rue des Martyrs - Paris 18 
http://www.madamearthur.fr 
 

쉐 미슈(Chez Michou) 

규모는 작지만 1956 년 6 월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명성과 인기는 어마어마하다. 쉐 미슈는 

파리에서 가장 유쾌한 여장남자 공연을 선사하며 서빙하는 사람들도 쇼에 참여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가." 

80, rue des Martyrs - Paris 18 
http://www.michou.com 
  



물랭 루즈(Le Moulin Rouge) 

“페어리(Féerie)”가 현재 몽마르트 언덕 아래에 위치한, 파리에서 가장 명성 높은 카바레 

물랭루즈에서 공연되고 있다. 40 명의 댄서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규모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은 프렌치 캉캉의 진수를 보여준다. 정말 환상적이다.  

82, boulevard de Clichy - Paris 18 
http://www.moulinrouge.fr  
 

르 망코(Le Manko) - new 

샹젤리제 극장(Théâtre des Champs-Élysées)에 자리잡은 '르 망코' 덕분에 파리 골든 

트라이앵글(Triangle d’Or)엔 칵테일을 마실 수 있는 바, 남미 느낌의 레스토랑, '클럽 

샌드위치(Club Sandwich)'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카바레와 클럽이 추가됐다.   

15, avenue Montaigne - Paris 8 
http://www.manko-paris.com 
 
 

누벨 에브(La Nouvelle Ève) 

1950 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 곳에선 뮤직홀과 카바레의 경계에 놓인 공연을 볼 수 있다.  

25, rue Pierre-Fontaine - Paris 9 
http://www.lanouvelleeveparis.com  
 

파라디 라탱(Le Paradis Latin) 

파라디 라탱은 센강의 좌안에 위치한 역사 깊은 카바레이다.  

28, rue du Cardinal-Lemoine - Paris 5 
http://www.paradislatin.com 
 

포 브라질(Pau Brazil) 

식탁 바로 옆에서 형형색색의 깃털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고 싶다면 포 브라질을 찾아라. 

브라질의 이국적인 분위기와 활기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이 곳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32, rue de Tilsitt - Paris 17 
http://www.paubrasil.fr 
  

 
 
Night 

 

파리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장소는 수백 군데에 달한다. 380 개가 넘는 바와 200 여개의 

클럽이 2017 년에 파리 경찰국으로부터 늦은 시각까지 영업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많은 공간들은 다양한 선택 폭을 제공하며 파리와 파리 외곽의 경계를 허문다. 파리 외곽에 사는 

이들은 파리 시내로 들어오고 파리지앵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 이곳 저곳을 누비기 시작한다.  

 
 

밤 11 시부터 아침 7 시까지 원 없이 즐기시길.  

 EDM Night 

 

미국에서 흔히 EDM(Electronic Dance Music)이라 부르는 전자 음악 분야에서 파리가 세계적으로 

http://www.manko-paris.com/


뜨고 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프랑스 음악 제작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비탈릭(Vitalic), 플라비앙 베르제(Flavien Berger), 로랑 가르니에(Laurent Garnier), 다비드 

게타(David Guetta) 등과 같은 세계적인 프랑스 스타들도 큰 역할을 하고있다. 그리고 그 

트렌드에는 광란의 밤을 즐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클럽으로 변하는 공간, 작은 규모의 미니 클럽, 

축제, 단체모임 그리고 SDF(출장 클럽)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르 바다붐(Le Badaboum) 

파리 동부 지역에는 World’s Best Club 이 선정한 최고의 스팟 중 한 곳이 숨어있다. 뛰어난 

사운드를 가진 이 클럽은 매주 기가 막힌 EDM 및 하우스 음악을 선사하고 있으며, 프라이빗 룸과 

칵테일 바도 구비하고 있다.  

2 bis, rue des Taillandiers - Paris 11 
http://www.badaboum.paris 
 

라 벨빌루와즈(La Bellevilloise)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아틀리에부터 집시재즈를 들으면서 즐기는 브런치까지, 라 벨빌루와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이 펼쳐지는 곳이다. 지하에는 전세계 모든 음악과 힙합, EDM을 들을 수 있는 

클럽이 있으며 여름에는 루프탑이 개장된다. 일요일 재즈 브런치는 자신있게 추천할만하다.  

19-21, rue Moret - Paris 20 

http://www.labellevilloise.com 

 

르 바토파르(Le Batofar) 

약 20 년간의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름을 알린 바토파르가 새단장을 시작하기 위해 잠시 

문을 닫는다. 하반기 재오픈이 기다려진다.  

Quai François Mauriac - Paris 13 
http://www.batofar.fr/ 
 

라 클레리에르(La Clairière) 

기상조건에 따라 여름에 문을 여는 임시 클럽이다.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속에 100 년이 

넘은 나무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넓은 잔디에 자리잡은 라 클레리에르는 파리지엥의 밤을 

책임지는 새로운 아지트이다.  

1, carrefour de Longchamp, Bois de Boulogne - Paris 16 
https://www.facebook.com/lesnuitsdelaclairiere 
 

라 마쉰 뒤 물랭 루즈(La Machine du Moulin Rouge) 

프렌치 캉캉으로 유명한 물랭루즈 아래층에는 파리에서 가장 핫한 클럽이 자리하고 있다. 3개의 

홀과 바 아 뷜(Bar à Bulles)이라는 루프탑 바도 있다.  

90, boulevard de Clichy - Paris 18 

www.lamachinedumoulinrouge.com  

 

렉스 클럽(Le Rex Club) 

파리의 가장 대표적인 EDM 클럽 렉스 클럽이 2018 년 30 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하기 그랑 

http://www.batofar.fr/


렉스(Grand Rex) 홀에선 세계 곳곳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공연, 다큐멘터리 외 다양한 작품의 

상영과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준비될 예정이다. 이 곳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렉시스트(Rexist)'라는 이름을 걸고 르 렉스 클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사가 열린다. 첫 행사는 

파리시청에서 진행됐다. 이후 공연도 눈여겨보자.  

5, boulevard Poissonnière - Paris 2 
www.rexclub.com 
 

라 스타시옹-갸르 데 민(La Station - Gare des Mines) 

단 두 번의 시즌 만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클러버들의 아지트가 돼버린 MU 크루의 '실험실'이 

세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고 '가라쥬 MU 페스티벌(Garage MU 

Festival)', '메타민(Métamines)', '키 앙브르유 키(Qui Embrouille Qui)', '스타시옹 엘렉트로닉(Station 

électronique)'등 다양한 축제의 새로운 서막을 쓰기 위해 봄을 맞이해 야외공간이 새롭게 

개장한다. 실내 공간에선 콘서트와 클러빙이 이뤄진다. 황홀함에 빠져 쓰러질 정도의 멋진 

음악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29, avenue de la Porte-d’Aubervilliers - Paris 18 
http://lastation.paris 
 
T7 - new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장 2 층에 위치한 클럽 T7 은 미래지향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저음으로 가득 메워진 이 공간에선 미니멀과 빵빵한 사운드에 목마른 클러버들이 에너지를 

마음껏 방출할 수 있다.   

32 rue Marcel Yol- 92170 Vanves 
https://www.facebook.com/T7Paris 
 

요요(Le Yoyo) 

요요는 콘크리트 장식의 투박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예전에 영화관이었던 이 곳은 발코니가 

있고 가까이에는 두 곳의 극장이 자리한 근사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요요는 이제 LGBT 모임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대규모 클럽파티를 가장 열고 싶어하는 트렌디한 곳 중 하나가 되었다.  

20, avenue de New-York - Paris 16 
http://yoyo-paris.com 
 

지그자그 클럽(Le Zig Zag Club) 

지그자그 클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와 해외 DJ 뿐만 아니라 떠오르고 있는 아티스트와 

스타들도 초청하며 EDM 의 밤을 이끈다.  

32-34, rue Marbeuf - Paris 8 
www.zigzagclub.fr 
 
 

b) 일렉트로니카 크루 

크루(CREW)라는 개념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모인 그룹을 지칭하며 파티용어에 추

가됐다. DJ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모

여 크루를 형성한다. 크루는 파티나 축제의 AD(Art Directing)와 홍보를 담당하는 기획자 역할 뿐 

아니라 파티가 열리는 클럽의 연출과 안내를 담당하기도 한다. 여름이 다가오면 몇몇 크루들은 

http://www.rexclub.com/
http://lastation.paris/
https://www.facebook.com/T7Paris


파리 지역에 투자하며 진정한 공연 프로듀서의 면모를 보인다.  

파리 언더그라운드를 대표하는 크루들이 모여 만든 단체도 있다. ‘쏘클르(Socle, 

http://tiny.cc/DPSocle)’로, 일반 클럽에서 요구하는 ‘룰’을 깨고 유토피아적인 색깔을 가진 자선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입장료는 비교적 저렴하며 파티의 주제와 행사가 열

리는 장소에서도 이 단체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다.   

 

*음악 전문 매체 리스트 : 트랙스 매거진(Trax Magazine), 라디오 채널 Raje.fr의 ‘보두 파남

(Vaudou Paname, https://www.facebook.com/vaudoupaname/)’, PWFM(https://www.pwfm.fr/), 

Rinse(http://www.rinse.fr/) 

 

인기 크루: 

알테 파남(Alter Paname)   https://www.facebook.com/alterpaname 

베를리농 파리(Berlinons Paris)  https://www.facebook.com/BerlinonsParis 

코코 비치(Coco Beach)   https://www.facebook.com/cocobeach.party 

드비앙 디스코(Deviant Disco)  https://www.facebook.com/deviantdiscoparis 

드롬(Drom)    https://www.facebook.com/DROM.ORIGIN 

익스큐즈 마이 프렌치(Excuse My French) https://www.facebook.com/ExcuseMyFrenchOfficial 

페 크로께(Fée Croquer)   https://www.facebook.com/feecroquer 

하이쿠(Haïku)    https://www.facebook.com/haikuparis 

카타퓔트(Katapult)   https://www.facebook.com/KARAT-RECORDS-

197837319573 

라 마미's(La Mamie’s)   https://www.facebook.com/lamamies 

미크로 클리마(Miqroclimat)  https://www.facebook.com/microclimatparis 

오토 10(Otto10)    https://www.facebook.com/otto10events 

포노그라프 코르(Phonographe Corp ) https://www.facebook.com/Phonographecorp 

빠르도네 누(Pardonnez Nous)  https://www.facebook.com/pardonnez.nous/ 

파노라마 뮤직 일렉트로닉(Panorama Musique Électronique) 

https://www.facebook.com/PMEpanorama 

쑤 라 쥡(Sous La Jupe)   https://www.facebook.com/sous.la.jupe 

쑥마쉰(Soukmachine)   https://www.facebook.com/soukmachines.paris 

테크노라마(Technorama)   https://www.facebook.com/TechnoramaRecords 

 VIP Night 

패션의 수도이자 빛의 도시인 파리는 언제나 반딧불이같은 이들을 매혹시킨다. 그들은 

패션위크나 평소 자신을 뽐내거나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트렌디한 장소에서 빛나고 주목 받길 

좋아한다.   

 

알카자르(Alcazar) 

https://www.facebook.com/pardonnez.nous/


알카자르는 주로 주거지를 설계하는 테렌스 콘랜(Tenrence Conren)이 '세련된 식민 정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생 제르맹 데 프레의 옛 카바레다. 1 층에는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윗층에는 친절한 바탠더와 파트릭 비달(Patrick Vidal)이 구성한 DJ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는 바 발콩(Balcon)위치해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진두지휘 하는 것은 파브리스 

질베르디(Fabrice Gilberdy)와 실비 팡케(Sylvie Phunket)다.  

62, rue Mazarine - Paris 6 
www.alcazar.fr 
 

르 제르맹 클럽 파라디시오(Le Germain Club Paradisio) 

자비에 베이앙(Xavier Veilhan)의 거대한 조각상으로 장식된 이 레스토랑은 5 년 전부터 프라이빗 

영화관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특별하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숨은 보석인 지하 클럽을 

제공한다.  

25, rue de Buci - Paris 6 
https://www.facebook.com/Legermainetclubparadisio 
 

오텔 부르봉(Hotel Bourbon) 

옛 고대 유태교 신도들의 집회소였던 이 곳은 당시의 대리석 장식과 바닥을 유지하고 있다. 대개 

화려한 새 옷을 입고 이 곳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인테리어는 약간의 리노베이션을 거쳤다. 

지하와 1 층 로비의 클럽에는 주로 하우스 음악이 흐른다.   

39 rue des Petites Écurie - Paris 10 
http://hotelbourbon.fr/ 
 

르 마노(La Mano) 

클럽 르 바롱(Le Baron), 뉴바(Nüba), 르 콩쉴라(le Consulat)의 문을 연 리오넬 방세문(Lionel 

Bensemoun, la Cique 소속)이 모델들이 '춤추고 운동하는' 독특하고 이국적인 이 곳을 추천한다. 

10, rue Papillon - Paris 9 
https://www.facebook.com/lamanoparis 
 

르 마티스(Le Mathis) 

르 마티스는 1970 년대의 가장 시크한 장소 중 하나였다. 리노베이션을 마친 후 이 곳은 음악 

그룹 Vipères Assassines 과 엠마뉘엘 코렐(Emmanuel Caurel)과 같은 DJ 를 초청해 파티를 연다.   

3, rue de Ponthieu - Paris 8 
http://www.hotelmathis.com/mathis-bar  
 
 
 

 LGBT Night 

점점 더 많은 파리의 LGBT 파티가 SDF(출장클럽)형태로 진행되면서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정 원하는 주말의 파티를 찾아가 다채로움과 특성을 즐기고 싶다면 

충분한 사전 검색이 필요할 것이다.   

 

주중에 게이 파티가 열리는 장소로는 크게 르 데포(Le Dépôt)와 르 큐드(le CUD), 두 곳이 있다.  

 

2018 년 주요 행사 두 가지: 

 

http://www.alcazar.fr/
https://www.facebook.com/Legermainetclubparadisio
http://hotelbourbon.fr/


LGBT 퍼레이드(La Marche des Fiertés) : 2018 년 6 월 30 일 토요일 

http://www.inter-lgbt.org/marche-des-fiertes/ 
 

게이 게임즈(Gay Games) : 2018 년 8 월 4 일~12 일 

이스라엘 텔 아비브(Tel Aviv)의 유명 프로듀서 겸 DJ 오메르 닛심(Offer Nissim)의 음악이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열리는 개막행사를 장식할 예정이다. 

http://www.labigparty.com/fr/138-big-grand-palais.html 
 

퍼머넌트 클럽 : 

 

르 데포(Le Dépôt) 

파리의 유명한 게이 클럽 르 데포에서는 1 년 내내 저녁마다 DJ 가 와서 음악을 튼다. 주말에는 

2 층도 개장해 자유롭게 '헌팅'을 즐길 수 있다.  

10, rue aux Ours - Paris 3 
www.ledepot-paris.com 
  

르 지뷔스(Le Gibus) - new 

르 지뷔스 클럽은 레퓌블리크(République) 광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 저녁엔 다양한 EDM 행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테크노, 하우스, 팝, RnB 파티도 열린다. 

주로 게이 손님들을 맞이하긴 하지만 클럽 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 일요일 오전 애프터 

파티가 특히 많이 열린다.   

18, rue du Faubourg-du-Temple - Paris 11 
http://www.gibus.fr 
 

주목 할만한 파티 주최자들: 

 

바르비튀릭스(Barbieturix) 

한달에 한번 라 마쉰 뒤 물랭루즈(la Machine du Moulin Rouge)에서 열리는 파티 " Wet for Me"를 

열며 다수의 레즈비언 파티들을 책임진다.  

http://www.barbieturix.com 
 

베어드랍(Beardrop) 

요요 클럽(le Yoyo)의 아름다운 공간은 주기적으로 게이들의 파티장소로 변한다. 항상 핫하며, 

성공리에 끝난다.  

http://www.beardrop.com 
  
BLT 

BLT(Bizarre Love Triangle)는 엠마뉘엘 코렐(Emmanuel Caurel)과 줄리앙 라피에르(Julien Lapierre), 

파트릭 비달(Patrick Vidal)이 고정 DJ 로 활동하고 있는 막심's(Maxim’s)에서 여는 패션파티이다. 

이 둘은 실랑시오(Silencio)에서 고스트(Ghost)파티를 열기도 한다.  

https://www.facebook.com/bizarrelovetriangleparis 
 

라 퀼로테(La Culottée) 

EDM, 라이브 연주와 퍼포먼스 예술을 접목시키는 프로젝트 라 퀼로테가 2012 년 6 월 탄생했다. 

섬세한 음악 리스트에도 열려있고 잘 받아들이는 관중을 모은다. 방문객의 취향을 만족시켜줄 

http://www.inter-lgbt.org/marche-des-fiertes/
http://www.labigparty.com/fr/138-big-grand-palais.html
http://www.gibus.fr/
https://www.facebook.com/bizarrelovetriangleparis


프로그램이 한 가득이다.    

https://www.facebook.com/laCulotteeParis/ 
 
 

에스퀴알리타(Escualita) 

에스퀴알리타는 일요일마다 트랜스젠더와 여장남자, 그리고 같은 취향을 가진 이들을 위해 레 

폴리 피갈(les Folies Pigalle)에서 열리는 파티이다.  

http://www.escualita.com 
 

플래쉬 코코트(Flash Cocotte) 

좋은 음악과 ‘퀴어’스럽기로 유명한 파티 플래쉬 코코트는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LGBT 들을 한 

곳에 모은다. 각자의 관능미와 개성을 한껏 드러내게끔 하는 드레스코드는 파티의 색깔을 더욱 

짙게 만든다. 플래쉬 코코트는 주로 카바레 소바쥬(Cabaret Sauvage), 뉘 포브(Nuits Fauves)에서 

열린다.  

http://www.flashcocotte.com 
 

레 폴리보르(Les Follivores) 

레 폴리보르는 놓쳐서는 안 되는 LGBT 파티다. 바타클랑(Bataclan)극장에서 열리는 이 유명한 

파티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자아내는 DJ RV 와 함께 한다.  

https://www.facebook.com/la.nuit.des.follivores.crazyvores 
 

킬 더 DJ(Kill The DJ) 

킬 더 DJ 는 이반 스마게(Ivan Smagghe)와 현재 이름을 날리고 있는 클로에(Chloé)를 찾아낸 신인 

발굴 작업과 특별하고 엄격히 구성된 파티 주최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 그 가운데 3 개 행사는 

국립무용센터에서 열린다.  

https://www.facebook.com/kill-the-dj-49660872694 
 
  

라 마담 클로드(La Madame Klaude) 

보석, 반짝이, 그리고 카바레. 이 디스코 파티는 열정적이고 유쾌하며 이 곳에서 흘러나오는 강렬

한 음악은 모든 환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라 마담 클

로드는 사람끼리 교감할 수 있는 파티다. 파리 6구에 위치해있는 레스토랑 알카자르의 바 발콩

(Balcon)에서도 아늑한 버전의 모임과 댄스파티가 열린다.  

https://www.facebook.com/lamadameklaude 

 

섹시그룹(SexyGroup) 

파리에서 가장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는 클럽파티. 

www.sexygroup.fr 
 

라 뚜알레뜨(La Toilette) - new 

라 뚜알레뜨는 '세기 말'을 연상 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퀴어 스타일에 베를린 느낌을 가미 

시킨다.  

https://www.facebook.com/studio69paris/ 
 

https://www.facebook.com/laCulotteeParis/
https://www.facebook.com/la.nuit.des.follivores.crazyvores
https://www.facebook.com/kill-the-dj-49660872694/
https://www.facebook.com/studio69paris/


언더(Under) 

바르셀로나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이 파티. 

https://www.fluidparty.com  
 

방드르디 X / 메크르디 X(VendrediX / MercrediX) 

방드르디 X 와 메크르디 X 는 큰 테라스가 있는 바에서 금요일과 수요일에 열리는 게이들의 

애프터워크를 지칭한다. 가끔은 루프탑이 있는 바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https://www.facebook.com/vendredixmercredix/ 
 

인기 LGBT 축제: 

 
Jerk Off   

날짜: 9 월 중 열흘간 

프로그램 : 전시회, 안무, 컨퍼런스, 파티. 

장소 : 여러 장소에서 진행됨. 

http://www.festivaljerkoff.com 
 
Loud & Proud  

날짜 : 7 월 중 4 일간 

프로그램 : 콘서트, 축제, 시사회,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예술가들과의 만남 

장소 : 개테 리리크(Gaîté Lyrique), 3, rue Papin - Paris 3 

https://gaite-lyrique.net/loud-proud 
 
 

 Hip-hop & world Night 

바차타(bachata), 키좀바(kizomba), R&B 혹은 힙합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파트는 당신을 위한 파트이다. 파리는 세계의 수도이자 전 세계의 '스피커'이다. 몇몇 클럽들은 

교외에 자리잡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아티스트들과 춤꾼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다.  

 

라 벨빌루아즈(La Bellevilloise) 

한 달에 한 번, DJ 질 피터슨(Gilles Peterson)이 일요일에 모든 이들을 불러 모아 진정한 

국제파티를 연다. 라 벨빌루아즈는 재즈, 힙합, 세계 음악, 혹은 하우스 음악을 밤낮없이 들을 수 

있는 날들도 제공한다.  

19-21, rue Boyer - Paris 20 
www.labellevilloise.com  
 

비자르(Bizzart) 

뉴욕 로프트에 온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비자르에서는 맛있는 저녁식사도 즐길 수 있다. 이곳은 

In Funk We Trust 와 같은 크루들을 초청하며 콘서트와 파티를 열어, 소울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가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167, quai de Valmy - Paris 10 
www.bizzartclub.com 
https://www.facebook.com/InFunkWeTrust 
 

라 콜로니(La Colonie) 

https://www.facebook.com/vendredixmercredix/
https://www.facebook.com/InFunkWeTrust


르 카페 셰리(le Café Chéri)를 탄생시킨 조형 예술가 카데르 아티아(Kader Attia)가 이 복합적인 

공간도 창조했다. 이 곳에는 파리 내 여러 집단, 아프리카와 성소수자 등 해방된 이들의 다양한 

색깔이 섞여있다. 예술적인 분위기 속에서 퍼포먼스와 토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파티들이 

진행된다.    

128, rue La Fayette - Paris 10 
https://www.facebook.com/lacolonieaparis 
 
 

르 준(Le Djoon) 

라인업만 보면 미국 브롱스크나 런던에 와있다는 착각이 들것이다. 개러지(garage, 하우스 

음악에서 가장 소울풀한 장르)뮤직 스타들이 이곳에 모인다. 센강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있으며 르 준에서 나오는 하우스 음악, 펑키 뮤직 그리고 R&B 는 블랙 뮤직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22, boulevard Vincent-Auriol - Paris 13 
http://www.djoon.com  
 

앙페리오 클럽(Imperio Club) 

앙페리오 클럽은 라틴음악이 나오는 곳과 대중적인 음악이 나오는 곳, 두 곳의 홀로 나뉘어져 

있다. 의상은 반드시 갖춰 입고가야 한다.  

10, rue Fernand-Léger - 95480 Pierrelaye  
http://www.imperio-club.fr  
 

라 자바(La Java) 

벨빌(Belleville)지역의 대표적인 클럽으로 재즈광과 방랑자들의 아지트였다. 라 자바는 기분에 

따라 록, 테크노, 하우스, DJ, 라이브, 연극을 섞어 즐길 수 있는 유명한 클럽으로 남아있다.  

105, rue du Faubourg-du-Temple - Paris 10 
http://www.la-java.fr 
 
One More 

소울 음악과 아프리카 음악을 주로 트는 DJ 가 있는 새로운 바. 

44, rue de la Folie-Méricourt - Paris 11  
https://www.facebook.com/One-More-663436103745012 
 

르 팔라시오 & 르 파라옹(Le Palacio & Le Pharaon) 

이 두 곳은 대중적인 음악을 트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도시 음악 부분에서도 높은 입지를 

지니고 있다. 재능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많이 배출해낸 곳들이기도 하다.  

42, rue Maurice Gunsbourg - 94200 Ivry-Sur-Seine 
http://www.palacio.fr  
1, route de Meulan - 78250 Tessancourt-sur-Aubette 
http://www.pharaonvillage.com  
 

르 산츠(Le Sanz) 

레스토랑-바-클럽, 르 산츠는 브라질 음악, 재즈, 소울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하는 뮤지션들을 

초청해 환상적인 파티를 연다.  

49, rue du Faubourg-Saint-Antoine - Paris 12 
http://www.lesanz.com  
 
 

https://www.facebook.com/lacolonieaparis


그 외 : 

 

라 플라스(La Place) 

파리는 프랑스에 있는 유일한 힙합 문화센터인 라 플라스를 내세우며 힙합이라는 장르가 밀리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곳은 새로운 공연과 문화시도가 행해지는 연구소이며 미디어 갤러리, 

카페, 교육 프로그램, 콘서트와 연습 공간이 있어 힙합의 음악, 문화, 움직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예술 허브(hub)와도 같은 곳이다.  

Forum des Halles, 10 Passage de la Canopée - Paris 1 
http://laplace.paris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밤 

파리에는 대중적인 음악에 맞춰 춤추고 싶어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줄만한 일반적인 장소도 많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함은 나쁜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축제는 사회적인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밤'을 소개하려 한다.  

  

르 뷔스 팔라디움(Le Bus Palladium) 

세르쥬 갱스부르(Serge Gainsbourg)의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이 곳은 영국과 미국팝 그룹들이 

콘서트 애프터 행사를 여는 곳으로, 부유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록 아지트이기도 하다. 울만 

가라오케(Ullmann Kararocké) 행사는 놓치지 말 것. 

6, rue Pierre-Fontaine - Paris 9 
http://www.lebuspalladium.com  
 

르 글로보(Le Globo) 

1987 년 “Roger Boîte Funk” 파티를 열면서 프랑스의 힙합을 탄생시킨 역사적인 장소이다. 이곳은 

주말마다 주점 같은 분위기 속에서 anti-show off 파티를 연다.  

8, boulevard de Strasbourg - Paris 10 
www.leglobo.fr  
 

르 로프트 메트로폴리스(Le Loft Metropolis) 

르 로프트 메트로폴리스는 놀라운 크기의 규모와 특이한 위치를 자랑한다. 파리 남부의 대표적인 

클럽인 이곳은 태양의 고속도로(autoroute du Soleil, 고속도로 A6 & A7)에 걸쳐있으며 2000 년대 

테크토닉의 발생지로 유명했다.  

Rue du Pont-des-Halles, 94150 Rungis 
http://www.loftmetropolis.com 
 

멤피스(Le Memphis) - new 

1946 년에 문을 연 익숙한 이 클럽은 창립자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보드게임 '모노폴리'를 

연상시키는 외관은 그랑 불바르(Grands Boulevards)에서부터 눈에 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3 Impasse Bonne Nouvelle - Paris 10 

 

르 페나 페스타이르(Le Pena Festayre) 

바이욘 축제(fêtes de Bayonne)의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투우 경기가 펼쳐지진 



않지만 프랑스 남부 지방의 열정을 느끼기엔 충분하다.  

Parvis de la Cité des Sciences, 32, avenue Corentin-Cariou - Paris 19  
http://www.pena-festayre.com  
 

 

 파리의 여름: 정원과 공원 

5 월부터 9 월까지 야간 개장하는 공원 9 곳 

이제는 한밤중에도 공공 정원과 공원에서 바람 쐬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음 9 곳을 참고하자. 

루이 13 세 공원(Square Louis-XIII, 4 구) 

위대한 탐험가 마르코폴로 & 카블리에 드 라살 정원(Jardins des Grands-Explorateurs Marco-Polo 

et Cavelier-de-la-Salle, 6 구) 

켈러만 공원(Parc Kellermann, 13 구) 

몽수리 공원(Parc Montsouris, 14 구) 

앙드레 시트로앵 공원(Parc André-Citroën, 15 구) 

오퇴유 공원(Pelouses d’Auteuil, 16 구) : 7 월-8 월 여름 마라톤이 없는 기간에만 야간개장 

마틴 루터 킹 공원(Parc Martin-Luther-King, 17 구) 

뷔트-쇼몽 공원(Parc des Buttes-Chaumont, 19 구) 

세브린 공원(Square Séverine, 20 구) 

 

유용한 정보 : 

http://www.paris.fr/jardinsnocturnes 
 
 

카지노 

새로운 소식 : 2018 년 파리에 카지노가 다시 한 번 상륙하며 '빛의 도시'에 또 다른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새롭게 오픈하는 카지노들은 '클럽 드 쥬(Clubs de Jeux)'라는 이름으로 선보여지며 

그들의 공통점은 슬롯 머신의 부재정도가 되겠다. '파르투쉬(Partouche)', '트랑샹(Tranchant)'과 

'레노(Raineau)' 등 3 개 그룹이 이미 밤을 장식할 카지노의 오픈 소식을 알렸다.   

 

세클르 클리시 몽마르트(Cercle Clichy Montmartre) 

1900 년대에 대한 향수가 끓었을 당시인 1946 년에 생긴 화려한 이 곳에선 포커, 텍사스 홀덤, 

블랙잭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세클르 클리시는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84 rue de Clichy, 75009 Paris 
http://pokerccm.com/  
 
 
 

MORNING 

 

밤새 파티를 하고 여운을 즐기고 싶어하는 클러버나 신나는 기분으로 새벽같이 일어난 과감한 

이들을 위해, 밤을 '잘' 마무리! 혹은 하루를 '잘' 시작! 할 수 있는 애프터 장소들을 소개하겠다.  

                                                                                                                                                                                                                                                                                                                                                                                                                                                                                                                                                                                                                                                                                                                                                                                                                              

http://pokerccm.com/


아침 7 시부터 정오까지 

 

 Afters 
 

쉐 카르멘(Chez Carmen) 

쉐 카르멘은 올해로 68 주년을 맞이한다. 얼마 남지 않은 파리의 밤을 밤새 밝히는 바 중 

하나이다.  

53, rue Vivienne - Paris 2 
http://bit.ly/2jx4Nda  
 

콩크레트(Concrete)  

콩크레트를 운영하는 서프라이즈(Surprize)는 낮과 밤을 완전히 뒤바꾼 그룹으로 유명하며 이제는 

이 분야의 1 인자이다. 이들은 베를린 클럽 베르크하인(Berghain)을 모델로 해서 아침부터 다음날 

밤이 끝날 때까지 뛰어난 음악 라인업을 선사한다. 클럽의 음악을 책임지는 DJ 로는 미니멀에서 

최신 유행하는 곡들까지, 모든 영역을 다루는 EDM 아티스트들이 준비되어있다. 

Port de la Rapée - Paris 12 
http://www.concreteparis.fr 
 

재지재즈(Jazz y Jazz) - new 

생투앵(Saint Ouen) 벼룩시장 상인들의 아지트다. 카빌 풍의 재지재즈에서는 EDM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흐르는 파티가 열린다. 주말에도 문을 닫지 않는다.  

12 avenue de la porte de montmartre - Paris 18 
https://www.facebook.com/JAZZ-Y-JAZZ-142398845952436/ 
 

르 모카 공쿠르(Le Moka Goncourt) 

벨빌(Belleville) 지역에 새로 생긴 곳으로, 조르바(Zorba)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르 

모카는 다른 술집이나 바에서 파티를 즐기다 오는 클러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꼽힌다.  

75, rue du Faubourg-du-Temple - Paris 10 
https://www.facebook.com/mokagoncourt  
 
 

레 프티 토노(Les Petits Tonneaux) 

레퓌블리크 광장(place de la République)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의 저렴하고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곳.  

17, rue du Faubourg-du-Temple - Paris 11 
https://www.facebook.com/pages/Aux-Petits-Tonneaux/340839235992129 
 
 

렉시(Rexy) 

많은 LGBT 들이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레알(les Halles)을 찾는 이유이다. 

9, rue de la Grande-Truanderie - Paris 1 
 
 
 

Afternoon 

 

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파리는 모든 이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활기가 넘친다. 

http://www.concreteparis.fr/
https://www.facebook.com/JAZZ-Y-JAZZ-142398845952436/


여름이 오면 모두가 “summer in Paris!”를 외치며 센 강변,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한적한 공간과 

나무가 무성한 장소들을 찾아 나선다. 이 밖에도 파리에는 예쁜 테라스가 있는 카페가 많다. 그 

중 몇 군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아페리티프+취미 한 스푼 

 
 

6B(Le 6B)  

6B 는 예술 작업, 실험, 창작이 행해지는 오래된 사무실 건물이다. 여름이 되면 야외, 운하 

근처에서 파티가 열린다.  

6-10, quai de Seine - Saint-Denis 93200 
http://www.le6b.fr 
 
EP7 - new 

파리 남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EP7 은 문화가 가득한 카페다. 디지털 창작물의 퀄리티와 

활기를 보여주고자하는 아티스트들의 표현력을 그대로 담은 건물은 거대한 통신 멀티미디어 

기기를 연상시킨다.  

133 Avenue de France - Paris 
http://ep7.paris/ 
 

레 그랑 부아장(Les Grands Voisins) 

옛 병원이었던 이곳은 이제 아페리티프, 요가, 캠핑을 사랑하는 이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파리에서 도심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이번 여름에 몇몇 축제들이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82, boulevard Denfert-Rochereau - Paris 14 
https://lesgrandsvoisins.org 
 

르 아자르 뤼디크(Le Hasard Ludique) - new 

르 아자르 뤼디크는 2017 년 오픈한 복합 문화 장소이다. 300 석 규모의 공연장, 여러명이서 모여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아틀리에와 비스트로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프티트 상튀르(Petite 

Ceinture)의 버려진 철도들은 2018 년 여름, 테라스와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고 예술 활동이 

넘쳐나는 장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128 Avenue de Saint-Ouen - Paris 18 
https://www.lehasardludique.paris/ 
 

그라운드 컨트롤(Ground Control) 

에이전시 라 륀 루스(La Lune Rousse)가 2014 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라운드 컨트롤엔 여러 개의 

레스토랑, 바, 골동품 상점 및 다양한 분야의 아틀리에가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SNCF 부동산(SNCF Immobilier)이 지정한 임시 예술 장소(Sites Artistiques Temporaires)에 속한다.  

81-87, rue du Charolais, 12e 
www.groundcontrolparis.com 
 

라 자벨(La Javelle) 

열광적인 분위기의 라 자벨은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곳에 와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울릴 수 있다.  

http://www.le6b.fr/
http://ep7.paris/
https://lesgrandsvoisins.org/
https://www.lehasardludique.paris/
http://www.groundcontrolparis.com/


Port de Javel-Bas - Paris 15 
http://lajavelle.com  
 

라 알 파팡(La Halle Papin) 

옛 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임시 예술 창작&전시 장소로, 숙마쉰(Soukmachines)이 운영하고 있다. 

62, rue Denis-Papin - Pantin 93500 
http://www.soukmachines.com/evenements-1-1-1-1  
 

망 되브르(Mains d’Œuvres) 

예술과 시민들의 상상력을 위해 지어진 이곳에선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재미있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축제들이 낮에 많이 열린다.  

1, rue Charles-Garnier - Saint-Ouen 
http://www.mainsdoeuvres.org 
 

라 르시클르리(La Recyclerie) 

1 년 내내 열려있는 도심농장으로 여름이 오면 특히 인기가 많다. 닭장과 텃밭을 옆에 두고 

여럿이서 식사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이다.  

83, boulevard Ornano - Paris 18 
http://www.larecyclerie.com  
 

솔라 사운드 시스템(Solar Sound System) - new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해 모인 엔지니어들의 모임은 파티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랑 부아장(Grands Voisins)에서 이미 작업에 나선 이 단체는 베를린과 텔 

아비브에 이어 몽트뢰이 지역 TBC 건물에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https://solarsoundsystem.org/ 
 

기타 : 

 

야외에서 음악을 

2016 년에만 34 곳의 야외 음악당에서 800 회가 넘는 연주회가 열렸다. 작은 무대 살리기 

프로젝트로 활기를 찾은 이 곳에서 더 많은 무료 음악회를 즐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www.paris.fr/kiosques   
 
BC Club Paris  

타니아(Tania)와 토마(Thomas)는 남녀노소 모든 이들의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요리사들을 

엄선한다. 음악 연주를 들으며 맛있는 파리의 한 끼 식사를 즐겨보시라. 

https://www.facebook.com/BistronomieClub  
 

키오스코라마(Kiosquorama) - 9 월 

파리의 대표적인 정자에서 콘서트와 DJ 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애플리케이션 'Diversities'를 깔고 

키오스코라마 축제가 열리는 파리 지역 구석구석을 구경해보자.  

http://kiosquorama.org/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 

 

축제는 어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현대 음악 축제들은 어린 대중들을 위해 다양한 

https://solarsoundsystem.org/
http://www.paris.fr/kiosques
https://www.facebook.com/BistronomieClub
http://kiosquorama.org/


프로그램들을 제안한다. 베이비시터를 구하지 못해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 같은 장소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미니' 축제에선 아이들끼리 교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모와 아이도 

교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악기를 다루어 보거나 

장난감으로 물건 만들기, Vjing, 2D 그림을 3D 물체로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리틀 소니크 Little Sonique - 5 월 

빌레트 소니크 (Villette Sonique) 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리틀 소니크에서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사운드 만들기 혹은 음향장치 모형 만들기 키트 등, 다수의 아틀리에가 

준비되어있다.  

라빌레트 공원 (Parc de la Villette), 21, avenue Jean-Jaurès - Paris 19 

http://www.villettesonique.com/little-villette  
 

미니 위 러브 그린 Mini We Love Green - 6 월 

이 '미니' 축제는 아이들에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배워야 하는 행동이나 습관을 알려주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바자회, 동화구현, 단체로 벽화 그리기, 야외 게임과 "너만의 식물을 

상상해봐(Crée ta plante)", “밀짚모자(Chapeaux de jardiniers)”와 같은 아틀리에, 인디언 캠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방센 숲(Bois de Vincennes) - Paris 12 

http://www.welovegreen.fr/espace-kids 
 

미니 락 엉 센(Mini Rock en Seine) - 8 월 

미니 락 엉 센은 올해로 10 주년을 맞이한다. 만 6~10 세 어린이들을 위한 이 축제는 낮에 

진행되며 부모가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창의적인 아틀리에(DJ, 컴퓨터 음악, 어쿠스틱)와 만들기,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콘서트와 DJ 세트도 마련되어 있다.  

16 시부터 22 시 30 분까지. 사전 접수 필수(사이트 참조) 

http://www.rockenseine.com/inscriptions-mini-rock-en-seine 
 
 

365 일 진행되는 축제 : 

 

아소시아시옹 데브루이(Association Débrouille)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틀리에와 다양한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축제 

http://www.debrouille.com 
 

카페조이드(Cafézoïde) 

라 빌레트 호수(Bassin de la Villette)에 위치한 아이들을 위한 창의력 아지트.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카페'로도 통한다.  

92 bis, quai de la Loire - Paris 19 
http://www.cafezoide.asso.fr 
 

리틀 빌레트(Little Villette)  

라 빌레트 공원의 중심에 위치해있으며 최근 새롭게 단장한 리틀 빌레트는 아이와 가족들이 

아틀리에, 서커스, 영상,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면적 1000m2 가 넘는 공간을 제공한다. 



야외에는 파리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심공원 곳곳에 리틀 빌레트만을 위한 장소가 숨어있다.  

Parc de la Villette, 211, avenue Jean-Jaurès - Paris 19 
https://lavillette.com/little-villette 
 
 
 

 게임 

 

르 니(Le Nid) 

르 니는 800 개가 넘는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바이다. 이 곳에선 가장 최신 

보드게임들을 구입할 수도, 친구 혹은 동료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  

227 rue Saint-Martin – Paris 3 
http://lenid-coconludique.com 
  
 
 

오타쿠 소셜 클럽(Otaku Social Club) 

컴퓨터 게임 애호가, E-스포츠 챔피언, 게임 프로그래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바다. 주전부리를 

먹으며 게임하고 마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다. 컴퓨터 게임이라는 공통분모로 뭉쳐있어 더욱 

좋을 것이다.  

160 rue Saint-Denis – Paris 2 
http://www.otakusocialclub.com 
 

방탈출 게임/보물찾기 

   

더 게임(The Game) 

 

프리조너(Prizoners)  

바스티유 감옥(Prison de la Bastille), 소르본 대학교(Université de la Sorbonne), 엘리지움 궁전 

(Palais de l’Elyseum), 하와이 프로토콜(Protocole Hawaï). 각기 다른 컨셉을 가진 4 개의 방이 

있다. 

15, rue Quincampoix - Paris 4 
https://www.prizoners.com/paris  
 

힌트 헌트(Hint Hunt) 

파리의 첫 방탈출 게임 장소. 

62, rue Beaubourg - Paris 3 
http://hinthunt.fr  
 

팀 브레이크(Team Break)  

10 시부터 22 시까지 365 일 방탈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17, rue des Martyrs - Paris 9 
http://www.team-break.fr  
 

빅토리 방탈출 게임(Victory Escape Game) 

21 rue de la Victoire – Paris 9 
www.victoryescapegame.fr 
 

http://lenid-coconludique.com/
http://lenid-coconludique.com/
http://www.otakusocialclub.com/
http://www.otakusocialclub.com/


빌레트 마케르즈(Villette Makerz) 

라 빌레트 공원에 디지털 아트와 팹랩을 위한 2 개의 공간이 생기며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La Villette - Paris 19 
http://villettemakerz.com/ 

 

 레트로 댄스 

 

7 세부터 77 세까지 또는 그 이상이 되어도 둘이서 추는 춤은 즐거울 것이다. 

무프타르(Mouffetard)광장의 무도회장부터 디스코텍의 댄스홀까지, 시니어 계층들도 각자가 

선호하는 장소가 있다.  

 

르 발라조(Le Balajo) 

르 발라조는 1935 년부터 지금 있는 자리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어 올빼미족과 춤꾼들의 아지트로 

남아있다.   

9, rue de Lappe - Paris 11 
www.balajo.fr 
 

댄싱 뒤 멤피스(Dancing du Memphis) 

파리에 처음 생긴 무도회장 중 하나로, 표범무늬 벤치가 한 눈에 들어온다. 매일 오후 2 시 

30 분부터 저녁 7 시까지 댄스 티타임이 펼쳐진다.  

3, impasse Bonne-Nouvelle - Paris 10 
http://www.le-memphis.fr  
 

프티 발 뮈제트(Petit Bal Musette) 

매주 일요일 아침 11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아코디언 연주자 크리스티앙 바술(Christian 

Bassoul)의 음악에 맞춰 춤 출 수 있다. 게다가 무료이다.  

Face à l’église Saint-Médard, rue Mouffetard - Paris 5 
http://www.petitbal.com 
 

레인보우 에비당스(Rainbow Evidanse) 

LGBT 모임으로, 파트너와 함께 추는 춤도 배우고 무도회를 통해 그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도 

있다. DJ 들은 살사, 아르헨티나 스타일의 탱고, 세계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적절히 섞어 

재생하는데 도가 텄다. 게다가 1922 년에 탄생해 로자 보뇌르 쉬르 센(Rosa Bonheur sur 

Seine)에서 열리는 "Carnaval Interlope" 무도회도 이 모임에서 주최한다.  

http://rainbowevidanse.fr 
 

탕고 - 라 부아트 아 프리송(Tango - La Boîte à Frissons) 

소싯적 인기 있던 클럽의 분위기를 하고 있는 이곳에선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게이&레즈비언 

무도회가 열린다.  

13, rue au Maire - Paris 3 
http://www.boite-a-frissons.fr  
 
 

축제 

 

http://villettemakerz.com/


빌레트 소닉(Villette Sonique)  5 월 23~27 일 

파리에서 가장 '인디'한 축제로, 새로운 사운드를 개척하는 "빌레트 소닉"이 라 빌레트 공원과 라 

그랑드 알에서 열린다. 다른 어느 축제보다도 완벽하게 기획된다. 이 축제는 어디서도 보기 힘든 

열정으로 기획된다. 라 알(la Halle)에서 콘서트를 즐긴 후 잔디에서 점심(무료)을 먹고, 신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클럽 파티에서 열광적인 밤을 보내보자.  

라 빌레트 공원&라 그랑드 알(Parc et Grande Halle de la Villette) - Paris 19 

http://www.villettesonique.com  
 

마르벨루스 아일랜드(Marvellous Islands) 5 월 19~20 일 

이비자 섬의 분위기와 가장 가까운 파리의 EDM 축제이다. "마르벨루스 축제"는 이틀밤에 걸쳐 

야외 호숫가에서 열린다. 본 축제는 겨울 버전 "빅뱅(Big Bang)"과 여름 브런치도 제안한다.   

토르시 플라주(Plage de Torcy, (base de loisirs UCPA), 토르시(Torcy) 

www.marvellous-island.fr  
 

브런치 일렉트로닉 파리(Brunch Electronik Paris) - 5 월~7 월  

일요일 오후 아이들과 춤추기 좋아하는 젊은 가정들을 위한 유럽 축제다. 유명한 클럽에서 

디제잉하는 DJ 들이 와 음악을 제공한다. 가정과 함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30 세 이상 

어른이라면 브런치 페스티벌은 당신을 위한 행사다.  

장소는 현재 미정 

http://paris.brunchelectronik.com/ 
 
 

We Love Green 6 월 2~3 일  

뱅센 숲에서 열리는 "We Love Green" 축제는 엄선된 록, 팝, 힙합, 그리고 EDM 음악을 한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축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생겨났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있다.  

뱅센 숲(Bois de Vincennes) - Paris 12 

http://welovegreen.fr  
 

Paris Hip-Hop 6 월 2~10 일 

프랑스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힙합을 보여주고 축하하기 위한 2 주간의 힙합 축제가 

콘서트, 파티, 그라피티, 춤, 영화, 컨퍼런스를 통해 돌아온다.  

파리와 파리 일 드 프랑스 곳곳에서 진행 

http://paris-hiphop.com 
 

Download Festival 6 월 15~18 일  

시스템 오브 어 다운(System of a Down), 린킨 파크(Linkin Park), 블링크 182(Blink 182), 밴드 

프로팻츠 오브 레이지(Prophets of Rage), ex-퍼블릭 에너미(Public Enemy), 사이프레스 힐(Cypress 

Hill),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Rage Against The Machine)은 "다운로드 축제" 라인업에 오르는 

가수들이다. "다운로드 축제"는 록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뉴페이스(new face)이다.  

B.A 217 - 르 플레시 파테/브레티니-쉬르-오르주(Le Plessis-Pâté/Brétigny-sur-Orge) 

www.downloadfestival.fr  
 

http://paris.brunchelectronik.com/


Paris Jazz Festival 6 월~7 월 

"파리 재즈 페스티벌"은 8 주 간의 주말동안 나이, 취향,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풍부하고 폭넓은 콘서트와 활동들을 선사하는 파리와 일 드 프랑스의 진정한 재즈 

놀이터이다. 

파리 플로랄 공원(Parc Floral de Paris) - Paris 12 

http://www.parisjazzfestival.fr 
 

Solidays  6 월 22~24 일 

200 명의 아티스트, 100 개의 크루, 80 회의 콘서트, 5 개의 무대, 2 박 3 일. 이것이 "Solidays"를 

요약한다. 이 축제는 전 세계 에이즈 예방활동들을 후원하기 위해 열린다. "Solidays"는 즐기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음악과 연대를 이어주는 유일무이한 축제이다.  

롱샴 경마장(Hippodrome de Longchamps) - Paris 16 

http://www.solidays.com 
 
 

Macki Music Festival 6 월 29 일~7 월 1 일 

두 크루(crew) 라 마미's(La Mamie’s)와 크래키 레코드(Cracki Records)가 힘을 합쳐 4 년째 

파리에서 가장 소울풀한 축제를 열고 있다. 

파리&카리에르-쉬르-센(Carrières-sur-Seine) 

https://www.facebook.com/mackimusicfestival 
 

더 피코크 소사이어티(The Peacock Society) - 7 월 6~7 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클럽 음악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여름 축제. 

뱅센 숲 플로랄 공원(Parc Floral de Vincennes) - Paris 12 

https://thepeacocksociety.fr/ 
 

아프로펑크 파리 Afropunk Paris  7 월 15~16 일 

브루클린에서 탄생해 자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파리로 건너온 이 축제는, 2016 년 파리에 

DIY 펑크와 Afro-futurism 의 문화를 전파하며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랑드 알 드 라 빌레트(Grande Halle de la Villette) 

http://afropunkfest.com/paris/ 
 

Festival Fnac Live 7 월 

파리 플라주(Paris Plage)의 일환으로, 파리 시청 광장에서는 30 회가 넘는 콘서트가 열린다.  

파리시청 광장 - Paris 4 

http://www.fnac.com/fnaclive  
 

Lollapalooza Paris  7 월 21~22 일 

미국 시카고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롤라팔루자"가 파리에서 열린다. "롤라팔루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롤라키즈(Lollakids), 미식을 위한 롤라셰프(Lollachef), 그리고 

그린피스(Greenpeace)와 씨 셰퍼드(Sea Shepherd)가 연합한 롤라그린(Lollagreen)도 함께 

진행된다. 

롱샴 경마장(Hippodrome de Longchamp) - Paris 16 

https://www.lollaparis.com 

https://www.facebook.com/mackimusicfestival
https://thepeacocksociety.fr/
http://afropunkfest.com/paris/


 

파리 썸머 잼(Paris Summer Jam) - 8 월 24 일 - new 

파리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 뉴페이스가 등장했다. 라이브 네이션(Livenation)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록 엉 센 (Rock En Seine)' 맞은 편에서 열린다. 캔드릭 라마(Kendrick Lamar), 

엔이알디(NERD)와 이아엠(IAM)이 라인업에 오른다.  

U 아레나(U Arena) - 낭테르(Nanterre) 

https://www.livenation.fr/ 
 

페스티발 락 엉 센(Festival Rock en Seine)  8 월 24~26 일 

일 드 프랑스에서 가장 브리티쉬한 축제가 15 회를 맞는다. 4 개의 무대에는 잘 알려진 간판 

스타들도 올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해선 "미니 락 엉 센(Mini Rock 

en Seine)" 축제가 준비되어 있다.  

생 클라우드 공원(Domaine de Saint-Cloud, 92) 

http://www.rockenseine.com 
 

스마일 – 비건 팝 페스티벌(Smmmile - Vegan Pop Festival) 9 월 

콘서트와 DJ 들과 함께, "Smmmile"은 축제에 참가한 팝, 록, EDM 애호가들이 채식, 채식주의, 

채식 중심 식단 등 채식에 관심을 갖도록 장려한다.  

라 빌레트 공원, 트라방도(Trabendo) - Paris 19 

http://www.smmmilefestival.com  
 
 

인류의 축제(La Fête de l’Humanité) 9 월 14~16 일 

"인류의 축제"는 매년 신문 "뤼마니테(L’Humanité)"가 주최하는 행사로 마을단체, 정치인과의 만남, 

60 만 명을 하나로 모으는 록, 힙합, 레게, 샹송 등의 무대가 준비된다.   

쿠르뇌브 공원(Parc de la Courneuve, 93) 

http://fete.humanite.fr  
 

피치포크 뮤직 페스티벌(Pitchfork Music Festival) 10 월 27~29 일 

2011 년부터 프랑스 판 "피치포크 뮤직 페스티벌(Pitchfork Music Festival)"이 그랑드 알 드 라 

빌레트(Grande Halle de la Villette)에서 열리고 있다. 영어권 참가자가 다른 축제보다 더 많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랑드 알 드 라 빌레트(Grande Halle de la Villette) - Paris 19 

http://pitchforkmusicfestival.fr  
 
 

안내 

 

*장소섭외, 주민신고, 아티스트 섭외 등의 문제로 축제의 날짜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주요 행사 

 

도심코스부터 잠깐 동안 열리는 공연까지, 파리는 이미 잘 알려진 행사와 축제들로 활기가 

https://www.livenation.fr/


넘친다.  

3 월 말~5 월 말 - 푸아르 뒤 트론, 트론 박람회(Foire du Trône) 

파리 동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축제. 

펄루즈 데 뤼이이(Pelouse de Reuilly) - Paris 12  

http://www.foiredutrone.com  
 

5 월 19 일 - 유럽 박물관의 밤(La Nuit Européenne des Musées) 

여러 박물관에서 진행됨 

http://nuitdesmusees.culturecommunication.gouv.fr 
 

6 월~8 월 - 튈르리 축제(Fête des Tuileries) 

어린이, 어른, 관광객, 파리지앵 등 남녀노소 상관없이 2 달간 60 개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다. 범퍼카, 유령열차, 사격, 거울의 방과 1900 년대 풍 회전목마 등 다양한 놀거리가 

마련돼있다.  

 

6 월 21 일 – 음악 축제(La Fête de la Musique) 

프랑스의 가장 큰 음악축제 

http://fetedelamusique.culturecommunication.gouv.fr  
 

6 월 30 일- LGBT 퍼레이드(Marche des Fiertés LGBT) 

LGBT 들이 파리를 가로질러 행진하며, 연설가, 초청받은 아티스트, DJ 의 무대로 마무리 된다.  

12 시부터 19 시까지 

http://www.inter-lgbt.org/marche-des-fiertes 
 

라 페트 데 로지(La Fête des Loges) - 6 월 30 일~8 월 20 일 

라 페트 데 로지는 1652 년부터 6 월에서 8 월까지 여름마다 열리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이다. 생 제르맹 앙 레(Saint-Germain-en-Laye) 숲 내 8 헥타르에 달하는 공간에 수많은 

놀이공간 및 기구들이 설치된다.  

https://www.fetedesloges.org/ 
 

7 월 - 행복한 시간들(Les Heures Heureuses) 

제휴를 맺은 250 군데의 장소에서 아페리티프를 즐길 수 있다. 아페리티프를 마시는 순간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일 것이다. 

파리 곳곳에서 진행 

http://lesheuresheureuses.paris.fr 
 

7 월 14 일 - 프랑스혁명 기념일(Bastille Day) 

- 소방관 무도회(Les bals de pompiers) 

파리 곳곳의 소방서에서 진행 

 

- 파리 불꽃축제 

샹 드 마르스/트로카데로(Champs de Mars / Trocadéro) 

 

- FG Garden Party, 주드몽트 그랑프리 드 파리(Juddmonte Grand Prix de Paris) 

https://www.fetedesloges.org/


생클로드 경마장(Hippodrome de Saint-Cloud) - Paris 16 

https://billetterie.france-galop.com/fr/fgardenparty 
 

9 월 29 일 - 테크노 퍼레이드(Techno Parade) 

음악 축제(Fête de la Musique) 다음으로 큰 음악축제이다. 2017 년에 19 주년을 맞이한다.  

http://www.technoparade.fr  
 

10 월 - 라 뉘 블랑쉬(La Nuit Blanche) 

10 월 1 일 토요일 라 뉘 블랑쉬가 파리지앵들을 초대한다. 파리의 공공장소 혹은 유명 건물에 

설치돼있는 작품들을 구경하며 길거리를 배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http://quefaire.paris.fr/nuitblanche 
 
 

12 월 31 일 - 샹젤리제 신년맞이 불꽃 축제 

 
 

관능의 파리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Un bar aux Folies Bergère)>에 비춰진 '관능의 

파리(Gai Paris)'는 19 세기 피갈 (Pigalle) 지역의 야릇한 분위기와 관광객들이 침을 흘리며 

쳐다보던 예쁘장한 파리의 여인들을 표현하고 있다.  

섹시하고 페티시가 가득하며 약간은 음탕하기도한 파리는 이 치명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이런 파리의 모습은 화가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의 상상력을 

자극했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을 꿈꾸게 하는 카바레의 예쁜 아가씨들만큼이나, 인류역사상 

최고의 변태성욕사로 알려진 소설가 마르키 드 사드(Marquis de Sad)도 떠오르게 한다.  

 

데모니아(Demonia) 

이 파티야말로 페티시의 정석이다. 1 년에 한번, 같은 취향을 가진 유럽인들이 모이는 자리. 

http://www.nuitdemonia.com 
 

문 시티(Moon City) 

성인 사우나의 성지 

34, boulevard de Clichy - Paris 18 
https://www.mooncity.fr 
  

더 펜트하우스 클럽(The Penthouse Club) 

스트립 클럽 

13-15, rue de Berri - Paris 8 
http://thepenthouseclubparis.com  
 

케 17(Quai 17) - new 

라 빌레트 유역(Bassin de la Villette)에 위치해있는 이 곳은 레트로 디스코 풍의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얼큰하게 취하고 싶은 이들에게 딱이다. 뮤직 파티도 종종 열린다.  

17 quai de l’Oise - Paris 19 
http://www.quai17.net/ 
 

http://www.quai17.net/


르 테이큰(Le Taken) 

선별된 성인 클럽.  

8, rue Regrattier - Paris 4 
http://www.taken-club.fr 
 

르 섹소드롬(Le Sexodrome) 

피갈 성인용품점의 성지. 

23, boulevard de Clichy - Paris 9 
http://sexodrome.fr 
 

르 스타시티(Le Star City) 

당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우나.  

27, boulevard de Clichy - Paris 9 
https://www.starcity.fr 
 

섹시, LGBT 페티시 

  

IDM 사우나(IDM Sauna) - new  

은밀함과 테마가 있는 파티를 위한 사우나. 

4, rue du Faubourg Montmartre - Paris 9 
http://www.idm-sauna.com/  
 

르 데포(Le Dépôt) 

'특이 취향'을 가진 이들과 'sexy 헌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장소. 365 일 오후 2 시부터 

아침 8 시까지 오픈. 

10, rue aux Ours - Paris 3 
www.ledepot-paris.com 
  

썬 시티(Sun City) 

유럽에서 가장 큰 게이 사우나&헬스장이다. 매일 정오부터 다음날 아침 6 시까지 오픈. 

62, boulevard de Sébastopol - Paris 3 
www.suncity-paris.fr 
  

짐 루브르(Gym Louvre) 

피로를 풀 수 있는 사우나가 구비된 헬스장이다.  

7, rue du Louvre - Paris 1 
http://www.gymlouvre.com 
  

킹 사우나(King Sauna) 

파리 서부에서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사우나로 유명하다. 

21, rue Bridaine - Paris 17 
http://www.kingsauna.fr 
 

기타 : 

 

파티 페티시 위크(Paris Fetish Week) 

1 년에 한번 열리는 게이 페티시 행사. 

http://www.paris-fetish.com 

http://www.idm-sauna.com/


 
 
 
 

문화와 축제 

 

130 곳이 넘는 다양한 분야의 박물관이 자리한 박물관의 도시 파리. 파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박물관 몇 곳은 박물관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관람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축제를 기획했다.  

 
 

보 르 비콩트 성(Château de Vaux-le-Vicomte) 

루이 14 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던 그랑 시에클(Grand siècle) 당시 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촛불의 

밤’ 축제 놓치지 말라. 성은 푸케(Fouquet)가 장관으로 재임했던 시절에 지어졌다.   

보 르 비콩트 성(Château de Vaux-le-Vicomte) - 77950 Maincys 

http://www.vaux-le-vicomte.com/decouvrir/visitez-aux-chandelles  
 

베르사유 궁전(Château de Versailles), 가면 무도회 

5 월 30 일 거울의 방(Galerie des glaces)에서 그리고 6 월 25 일엔 오랑쥬리 회화관(Orangerie)에서 

여러분들을 17 세기 후반으로 초대한다. 성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공연과 

야간분수축제(Grandes Eaux Nocturnes)도 놓치지 말라.  

Place d’Armes - 78000 Versailles 
http://www.aubalmasque.fr/les-soirees-costumees-du-chateau-de-versailles.html  
 

이민역사관(Cité de l’Immigration),“Ciao Italia” 

포르트 도레(Porte Dorée)역에 자리한 팔레 아르데코(palais Art Déco)는 식민지 박람회의 흔적이다. 

여름에는 이곳 광장에서 파리의 레스토랑 레 프티트 구트(Petites Gouttes)와 음악이 함께하는 

술자리가 열린다.   

293, avenue Daumesnil - 75012 Paris 
http://www.histoire-immigration.fr 
 

개테 리리크(Gaîté Lyrique) 

디지털 아트 센터이자 음악당인 개테 리리크는 연중 내내 전시회, 만남 그리고 시사문제 

(내부고발자, 소외계층 등)들을 주제로 하는 공연들을 열고있다. 

3 bis, rue Papin - Paris 3 
https://gaite-lyrique.net  
 

마가장 제네로(Magasins Généraux)/ BETC 

팡탱(Pantin) 우르크 운하(canal de l'Ourcq)에 자리한 옛 산업 지구였던 마가장 제네로는 파리의 

에너지 증진과 존재감을 위해 일하는 창작센터다. BETC 에이전시 건물 1 층에 자리해 있으며, 

같은 건물에 라 벨빌루아즈(la Bellevilloise)와 공연 프로듀서 알로 플로리드(Allo Floride)가 

콘서트와 댄스를 즐길 수 이는 멋진 바 bar, Dock B 를 오픈할 예정이다.  

1 rue de l'Ancien Canal - 93500 Pantin 
https://magasinsgeneraux.com/fr/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https://magasinsgeneraux.com/fr/


이 현대예술센터는 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밤 12 시까지 관람객들을 반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파리의 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핫한 공간 요요(le Yoyo)가 자리하고 있다.  

13, avenue du Président-Wilson - Paris 16 
www.palaisdetokyo.com  
 
 

레 시에스트 일렉트로닉(Les Siestes Électroniques): 7 월 7~28 일 

프랑스 EDM 분야에서 가운데 가장 특이하고 학생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 '레 시에스트 일렉트로닉 

드 툴루즈(les Siestes Électroniques de Toulouse)'의 관계자들이 7 월의 날씨 좋은 날 파리로 

상경한다. 케 브랑리 박물관(musée Quai Branly) 정원에서 빵빵한 음악과 함께 선보이는 그들의 

퍼포먼스를 마음껏 즐겨라.  

Musée Quai Branly - 37, quai Branly - Paris 7 
www.quaibranly.fr/ 
 

케 브랑리 박물관에서 열리는 비포(befores)들: 

1 년에 여러 번, 저녁에 이루어지는 비포들은 여러분을 다양한 국가의 문화가 선사하는 예술적 

활기의 세계로 초대한다.  

Musée Quai Branly - 37, quai Branly - Paris 7 
http://www.quaibranly.fr/fr/expositions-evenements/au-musee/spectacles-fetes-et-
evenements/before 
 
 

Appendix(부록)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추천사이트 

프랑스어:  

파리 시의 행사 일정 

https://quefaire.paris.fr/ 
 

인라지 유어 파리(Enlarge Your Paris) : 일 드 프랑스(Ile-de-France)를 여행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이드 https://www.enlargeyourparis.fr/ 

 

기드 데 그랑 파리지앵(Guide des Grands Parisiens) : '그랑 파리(Grand Paris)' 내 문화 스팟들이 

기재돼있는 가이드 책자. Made by BETC & Enlarge Your Paris 

https://grandsparisiens.com/ 
 

이부(Heeboo) : 파리의 밤을 안내할 잡지 

http://heeboo.fr/ 
 

파리 라 뉘(Paris La Nuit)는 주말동안 열리는 파티들을 안내한다.  

http://parislanuit.fr/ 
 

스타웍스 마가진(Starwax Magazine) : 파리의 펑크&힙합 가이드 

http://starwaxmag.com/ 
 

텔레라마 소르티르(Télérama Sortir) 

http://sortir.telerama.fr/# 

http://www.quaibranly.fr/
http://www.quaibranly.fr/fr/expositions-evenements/au-musee/spectacles-fetes-et-evenements/before
http://www.quaibranly.fr/fr/expositions-evenements/au-musee/spectacles-fetes-et-evenements/before
https://quefaire.paris.fr/
https://www.enlargeyourparis.fr/
https://grandsparisiens.com/
http://heeboo.fr/
http://parislanuit.fr/
http://starwaxmag.com/
http://sortir.telerama.fr/


 

툿스윗(Toot Sweet) : 입장료 할인 및 위치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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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Gogo Paris (어플리케이션) : http://www.gogocityguides.com/paris 

Ten Days in Paris : http://www.tendaysinparis.com/ 
Time Out : https://www.timeout.com/par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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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