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모션, 자료, 도구, 지원 및 네트워크

파리와 파리 근교 지역   



파리 지역의 수준 높은 

관광 산업을 주도하는 파리 

지역 관광청은 관광업계 

종사자와 방문객과의 

교류를 통해 파리 지역을 

홍보하고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파리 

지역 관광청은 파리 지역을 

알리는 관광 관련 업체에서 

파리 지역 관련 자료, 도구, 

지원 및 네트워크를 통해 

새롭고 수준 높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파리 지역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드프랑스 파리의 관광산업

출처: 공항, 기차 및 고속도로 서비스 상시 조사 — CRT Paris Ile-de-France, ADP, SAGEB, SVD, APRR, COFIROUTE, SANEF, SAPN (BVA) — results 2014; DGCIS, INSEE.

방문일수 
1억 7,080

만 일
(내국인 47%,  
외국인 53%)

평균 방문일수
3.7
일

(내국인 3.0일,  
외국인 4.7일)

4,590
만 명 

(내국인 58%,  
외국인 42%)

방문 장소: 
파리 

54.8%
5.7% 센생드니 

5.5% 발드마른

9.6% 오드센

9.3% 센에마른

5.4% 발두와즈 

5.9% 이블린

3.9% 에손

방문객 수

개인 사유 
67%

직업상
21%

기타
12%

재방문

79%

체류 목적

  전문 직업군 및 사회적 전문 직업 분야   
35% (PCS+)

평균 연령: 42
남성 54%

평균 그룹 인원 2.1 명

개요

 프랑스 및 유럽: 84%
영국

11.3%
미국

9.3%

독일
6.9%

이탈리아
8.0% 스페인

7.1%

거주국별 방문 순위

지역별 방문객

노르파드칼레주6.8%  

페이드라루아르주 8.2%
브리타니 6.8%

론알프주 12.4%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9.5%

방문객 국적

숙박업체
20%

웹사이트 
45%

여행사 
18%

숙박 예약 수단

숙박 시설

호텔 
57%

기타 시설(유료)
9%

가족, 친구 등을 통한 기타 시설(무료)
34%

비즈니스 방문객 호텔 체류 
38%

센생드니  
190 만 명

출장 (1)

(1)  일드프랑스에 위치한 상위 지역 3곳 –  
가장많은 비즈니스 방문객이 체류

관광 산업 관련 비즈니스 
84,000 건 이상

관광 산업 관련 일자리
516,000 개 이상

1인당 평균 1일 지출 
122 유로

1인당 평균 여행 예산 
454 유로

관광 수익 
208 유로

경제적 효과

만족도 및 재방문

주요 관광지

시티 투어 및 산책 
61%

쇼핑
38%

공원 및 가든 방문 
27%

주요 방문객 활동

1~2 년 내 재방문 의사 
64%

만족도
93%

 단독 36% , 커플 26%,

 자율 여행 94%, 그룹 여행 6%
가족 23% 

42%
에펠탑35%

파리의 노트르담 31%
개선문

28%
방문안함

29%
루브르 박물관 

박물관 및 기념관 방문 
73%

프랑스 음식 투어
22%

오드센  
250 만 명

파리
1,390 만 명



95
Val d'Oise

(발두아즈)

78
Yvelines
(이블린)

91
Essonne
(에손)

파리 지역에서 놓쳐서
는 안 될 여행 필수 코스

• 인상주의가 숨 쉬는 도시 
거장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별한 투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쇼핑의 도시 
다수의 유명 백화점과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 
쇼핑센터와 경제적인 
가격의 다양한 유명 
브랜드 제품, 골동품 시장, 
전문가 지원 투어 서비스 
등 세계적인 패션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 문화와 역사의 도시
다양한 볼거리, 여행,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투어 및 상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미식의 도시
전통 요리, 먹거리 
투어, 유명 식당 등 여행 
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다양한 음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요 이벤트
수도권 지역의 주요 문화 
행사 및 전시 관련 목록을 
제공합니다.

• 파리 지역 근교 
파티를 위한 다양한 장소
(카바레, 바, 카지노 등) 
정보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행에 활기와 
축제 분위기를 더합니다.

92
Hauts-de-Seine

(오드센)

문화 및 레저 공간



77
Seine-et-Marne 

(센에마른)

94
Val-de-Marne
(발드마른)

75
1  파리 노트르담
2  사크레쾨르 대성당
3 루브르 박물관
4 에펠탑
5  오르세 미술관
6  퐁피두 센터
7  파리 과학 산업관

8  국립 역사 자연 박물관
9 그랑 팔레
  개선문
 필하모니 드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캐 브랑리 미술관

77
1 파리 디즈니랜드
2 발레 빌리지
3  퐁텐블로 성
4  어린이 동물원
5  보 르 비콩트 성

6 프로뱅
7  모 전쟁 기념관
8  바르비종

78
1  베르사유 궁전
2  투아리 성 및 정원
3 프랑스 미니어처
4 브르테이 성

5 생제르맹앙레
6 랑부예 성
7  빌라 사보아

91
1  샤마란드 지역
2   까유보트 사유지
3 쿠르송 지역

4  쿠렁스 성 및 정원
5  밀리라포레

93
1  항공 우주 박물관
2   생드니 발실리카 성당
3  스타드 드 프랑스

4 시네마 도시
5  생투앵 벼룩 시장

94
1  뱅센 성
2  막발
3  헝지스

4  마른 강가에 위치한 야외 
카페

95
1  바리에르 카지노
2  오베르쉬르 우아즈
3  르와요몽 아베

4  르네상스 국립 박물관-
에쿠엥 성

92
Hauts-de-Seine

(오드센)

75  Paris (파리)

92
1  라데팡스
2  말메종 및 부아 프레오 

지역
3 소 성

4 앨베르 칸 박물관
5   세브르 도자기 마을

93
Seine-Saint-Denis

(센생드니)



비즈니스 관광지
파리 지역은 유럽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다양한 규모의 회의 및 
행사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유럽 내 최대 규모
(680,000m2)의 전시 공간을 자랑합니다. 매년 이 지역에서는 400
여 회의 무역 박람회, 1,000여 회의 컨퍼런스가 열리며 1,200만 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출처: CCIR Paris Ile-de-
France) 파리 지역 관광청은 파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기업 세미나 
및 회의를 위한 장소에 대한 최신 목록을 제공하는 포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eetings.visitparisregion.com

관광객을 위한 
관광 안내소  

관광객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양질의 관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파리 지역 관광청은 공항(파리 샤를 드골 공항, 파리 오를리 
공항), 베르사이유, 파리 디즈니랜드 및 갤러리 라파예트 
남성관에 총 12곳의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내소의 직원들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관광 정보 및 다양한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관: 1월 1일, 5월 1일 및 12월 25일



파리 지역 관광청은 파리 지역에 대한 

관광 포털을 구축하여 방문객에게 관광 

정보 및 관광지 방문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유용한 정보 - 관광 - 숙박 – 

레스토랑 - 레저 및 스포츠 – 현지 여행사 - 

파리의 밤 - 쇼핑 - 이벤트 - 지역 관광 

업체

주제별: 역사투어 - 가족여행 - 미식여행 – 

인상주의 테마 여행 - 나이트라이프 - 

쇼핑 

이 관광 전문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프로모션 검색: 캠페인, 팸투어, 워크샵 
일정
- 보도 자료 검색

- 보고서 및 관광객 분석자료 

- 사진, 비디오, 온라인 가이드 등 새로운 

미디어 라이브러리 사용

PRO.VISITPARISREGION.COM



홍보 및 비즈니스 관광 부서는 다양한 관광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관계 
개선 및 규모 확장을 위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홍보 및 비즈니스 관광 국장
Hamid KAMIL 

파리 지역 관광청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홍보 부서:  

promotion@visitparisregion.com

Sylvie LEGARS 
홍보 부서 책임자

Yamiley BAYONNE
홍보 매니저 - 홍보 부서

Ingrid HATCHIKIAN
홍보 매니저 - 홍보 부서 

Lanika LÉGER
홍보 매니저 - 홍보 부서 

El Yamine SOUM
홍보 매니저 - 홍보 부서

비즈니스 관광 부서:  

clienteles-affaires@visitparisregion.com

David-Xavier WEISS
부국장, 비즈니스 관광 부서

Michel MARI
비즈니스 관광 부서 책임자

Nicolas PHILIPPOT
홍보 및 개발 매니저 - 비즈니스 관광 부서

Anna SADOUN
홍보 매니저 - 비즈니스 관광 부서

홍보 관련 문의 :
Catherine BARNOUIN

cbarnouin@visitparisreg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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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16/2017

문화, 스포츠 및 축제 관련 행사 
2016년 1월 11일~2016년 
2월 21일
겨울 세일

2016년 2월 6일~2016년 
3월 19일
RBS VI Nations  
(RBS 6 네이션스) 
Stade de France  
(스타드 드 프랑스)

2016년 2월 8
중국 음력 설

2016년 2월 27일~2016년 
3월 6일
Salon international  
de l’agriculture  
(파리 국제 농업 박람회)
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이유)

2016년 3월 31일~2016년 
4월 3일
Art Paris Art Fair  
(아트 파리 아트 페어)
Grand Palais (그랑 팔레)

2016년 3월~2016년 10월
Grandes Eaux Musicales 
(음악 분수쇼)
Château de Versailles  
(베르사이유 성)

2016년 4월 1일 ~2016년 
4월 3일
Journées européennes des 
métiers d’art   
(유럽 공예 미술의 날)

2016년 4월 3일
Schneider Electric Marathon 
de Paris (슈나이더 일렉트릭 
마라톤 드 파리) 

2016년 5월~2016년 10월
Soirées aux chandelles  
(촛불 켜는 밤)
Château de Vaux-le-Vicomte  
(보 르비콩트 성)  

2016년 5월 
Nuit européenne des musées  
(유럽 박물관의 밤)

2016년 5월 22일~2016년 
6월 6일 
Roland Garros - French Open  
(롤랑 가로스-프랑스 오픈)

2016년 6월 29일~2016년 
8월 9일
여름 세일

2016년 6월 말
Weather Festival (날씨 축제) 

2016년 6월~2016년 7월
Paris Jazz Festival  
(파리 재즈 페스티벌) 
Parc Floral de Paris  
(파리 플라워 가든)

2016년 6월~2016년 9월
Grandes Eaux nocturnes   
(야간분수쇼)
Château de Versailles  
(베르사이유 성)

2016년 6월 21일
Fête de la Musique  
(음악 축제)  

2016년 6월 말
Barrière Enghien Jazz Festival 
(바리에르 앙겐 재즈 
페스티벌) 

2016년 6월 말
Solidays (솔리데이즈)  

2016년 6월 25일
Gay Pride (게이 프라이드)

2016년 6월 30일~2016년 
7월 3일
Alstom Open de France - Golf  
(알스톰 프랑스 오픈-골프) 
Golf national de Saint-Quentin-
en-Yvelines (생캉텐이블린 
내셔널 골프)



문화, 스포츠 및 축제 관련 행사 

주요 이벤트   2016/2018

2016년 7월 14일
Fête nationale  
(프랑스 혁명 기념일)

2016년 7월 중순~2016년 
8월 중순
Paris Plages (파리 플라주) 

2016년 7월 말~2016년 
8월 말
Cinéma en plein air (야외 극장)
La Villette (라 빌레트) 

2016년 7월 24일
Tour de France  
(투르 드 프랑스 파이널)
Champs-Elysées (샹젤리제)

2016년 8월 초~2016년 
9월 중순
Festival Classique au Vert  
(녹원의 클래식 페스티벌)
Parc Floral de Paris  
(파리 플라워 가든)

2016년 8월 말
Rock en Seine  
(세느강 락 페스티벌) 
Domaine national de Saint-
Cloud (생클라우드 공원)

2016년 9월 초
Paris Design week  
(파리 디자인 주간) 

2016년 9월
Journées européennes du 
patrimoine  
(유럽 전통의 날)

2016년 9월 중순
Techno Parade  
(테크노 퍼레이드) 

2016년 9월 23일~2016년 
9월 25일
Fête de la gastronomie 
(프랑스 미식 페스티벌)

2016년 10월 1일
Nuit Blanche (백야) 

2016년 11월 초
BNP Paribas Masters  
(BNP 파리바 마스터) 
Bercy Arena (베르시 아레나)

2016년 5월 7일~2016년 
6월 18일 
Monumenta (모뉴멘타) 
Nef du Grand Palais (그랑 팔레)

2016년 6월 10일~2016년 
7월 10일
UEFA Euro 2016 (2016 UEFA 유로) 
Stade de France, Saint-Denis  
(스타드 드 프랑스, 생 드니)
Parc des Princes, Paris  
(프린스 파크, 파리)

2016년 1월~2016년 10월 16일   
Mondial de l’Automobile-Paris 
(파리 모터쇼)
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이유) 

2017년 1월 11일~2017년 
1월 29일  
France Handball 2017  
(2017 프랑스 국제 핸드볼)
Bercy Arena (베르시 아레나)

2017년 5월 5일~2017년 
5월 21일
Championnat du monde de 
Hockey sur glace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온쉽)
Bercy Arena (베르시 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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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Ryder Cup 2018  
(2018 라이더컵)  
Golf national de Saint-Quentin-
en-Yvelines (생캉텐이블린 
내셔널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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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벤트 2016/2017

주요 문화 박람회
2016년 1월 31일까지
OSIRIS, MYSTÈRES ENGLOUTIS D’ÉGYPTE  
(오시리스, 베일 속에 감춰진 이집트의 신비)
Institut du monde arabe (아랍 세계 연구소)

2016년 8월 16일까지
LE GRAND RETOUR DES DINOSAURES  
(공룡의 귀환)
Palais de la découverte  
(팔레 드 라 데꾸베르뜨)

2015년 10월 7일~2016년 2월 29일
PICASSO.MANIA (피카소 매니아)
Grand Palais, Galeries nationales  
(그랑팔레, 내셔널 갤러리)

2015년 10월 13일~2016년 8월 
DARWIN (다윈)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파리 과학 산업관)

2015년 10월 20일~2016년 1월 24일
PHILIPPE HALSMAN - ÉTONNEZ MOI !  
(나를 놀라게 한 필립 할스먼)
Jeu de Paume (주 드 폼)

2016년 3월 10일~2016년 5월 30일
HUBERT ROBERT (위베르 로베르)
Musée du Louvre (루브르 박물관)

2016년 3월 10일~2016년 7월 3일
L’ART ET L’ENFANT. CHEFS-D’ŒUVRE DE LA 
PEINTURE FRANÇAISE (프랑스 회화를 통해 
본 예술 및 어린이 걸작)
Musée Marmottan Monet  
(마르모탕 모네 박물관) 

2016년 3월 18일~2016년 7월 25일
MONET, RENOIR, PISSARRO, BOUDIN, 
GAUGUIN… EN NORMANDIE (노르망디의 
거장, 모네, 르느와르, 피사로, 부댕 그리고 
고갱) L’ATELIER EN PLEIN AIR (오픈 에어 
스튜디오)
Musée Jacquemart-André  
(자크마르 앙드레 박물관)

2016년 3월 22일~2016년 7월 17일 
LE DOUANIER ROUSSEAU (두아니에 루소) 
L’INNOCENCE ARCHAÏQUE (뱀을 부리는 
주술사)
Musée d’Orsay (오르세 미술관)

2016년 3월 30일~2016년 8월 21일
THE VELVET UNDERGROUND  
(벨벳 언더그라운드)
Philharmonie de Paris (파리 필하모니)

2016년 4월 6일~2016년 8월 1일
PAUL KLEE (폴 리) 
Centre Pompidou (퐁피두 센터)

2016년 4월 6일~2016년 7월 24일
NAPOLÉON À SAINTE-HÉLÈNE  
(기억을 정복한 세인트 헬레나의 나폴레옹) 
Musée de l’Armée - Hôtel national des Invalides 
(앵발리드 군사 박물관)

2016년 4월 12일~2016년 7월 24일 
MATA HOATA, ART ET SOCIÉTÉ AUX ÎLES 
MARQUISES (마르케사스 섬의 전통 문신, 
예술 및 사회) 
Musée du quai Branly - Galerie Jardin  
(캐 브랑리 미술관-자뎅 갤러리) 



2016년 4월 1일~2016년 10월 31일 
LES JARDINS ARABO-MUSULMANS  
(아랍 이슬람 가든)
Institut du monde arabe (아랍 세계 연구소)

2016년 5월 14일~2017년 3월 12일
ANATOMIE D’UNE COLLECTION  
(컬렉션 아나토미)  
Palais Galliera (의상 박물관) 

2016년 9월~2017년 2월
HENRI FANTIN-LATOUR (앙리 팡탱라투르)
Musée du Luxembourg (룩셈부르크 박물관)

2016년 9월 15일~2017년 1월 22일
HODLER / MONET / MUNCH  
(호들러/모네/뭉크)
Musée Marmottan Monet  
(마르모탕 모네 박물관)

2016년 9월 23일~2017년 1월 11일 
MEXIQUE (멕시코) 
Grand Palais, Galeries nationales  
(그랑팔레, 내셔널 갤러리)

2016년 9월 16일~2017년 1월 23일
REMBRANDT, LES ANNÉES DÉCISIVES  
(렘브란트, 결정적인 순간들) 
Musée Jacquemart-André  
(자크마르 앙드레 박물관)

2016년 9월 21일~2017년 1월 23일
RENÉ MAGRITTE (르네 마그리트) 
Centre Pompidou (퐁피두 센터) 

2016년 10월 4일~2017년 1월 22일
THE COLOR LINE, LES ARTISTES AFRICAINS-
AMÉRICAINS ET LA SÉGRÉGATION (컬러 라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 및 인종 차별)
Musée du quai Branly, Galerie Jardin  
(캐 브랑리 미술관, 자뎅 갤러리) 

2016년 10월~2017년 1월
PICASSO – GIACOMETTI (피카소 - 자코메티)
Musée national Picasso-Paris  
(파리국립 피카소 박물관)

2016년 9월 27일~2017년 1월 15일
OSCAR WILDE (오스카 와일드)
Petit Palais (프티 팔레)

2016년 10월 17일~2017년 1월 중순
VIEUX MONDE – NEW LOOK (구시대와 신세계) 
LA FRANCE DE RICHARD AVEDON (리처드 
애버던의 프랑스)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site François 
Mitterrand (프랑스 국립도서관 내 프랑수와 
미테랑 도서관)

2016년 11월~2017년 3월
DIX SIÈCLES D’AVENTURES SUR LES MERS. 
ENTRE MÉDITERRANÉE ET OCÉAN INDIEN  
(지중해와 인도양 사이 바다에서 펼쳐진 수천 
년에 걸친 모험) 
Institut du monde arabe (아랍 세계 연구소)

주요 문화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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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역 새 소식 (2015 년~ 2020 년)

2015년 1월 14일
파리 필하모니 (Philharmonie de 
Paris) 개관: 장 누벨 (Jean Nouvel) 
이 디자인한 뛰어난 경관의 음악 
공연 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5년 10월 17일
인류학 박물관 (Musée de l’Homme) 
재개관: 인류 태동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진화의 
위대한 모험에 집중하여 새로운 
레이아웃과 전시품으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로댕 박물관 (Musée Rodin) 재개관: 
로댕의 작품 컬렉션을 시대와 
주제에 맞게 레이아웃을 개선하여 
세계 최대 규모로 선보입니다.

2015년 말
리츠 호텔 (Hôtel Ritz) 재개관: 
방동 광장(Place Vendôme) 에 위치

2016년 중
파리 중심부, 레 알 (Les Halles) 
지역 및 이 곳에 위치한 그 
유명한 광장의 현대화가 마침내 
완성됩니다. 독특한 캐노피와 
함께 공중 시설을 구비하여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 중
네이처 빌리지 (Villages Nature): 
파리 디즈니랜드 근처에 자리잡은 
최고의 생태 관광 명소 

2016년 10월
음악 도시 (Cité Musicale 
Départementale) 탄생, 세갱섬 
끝에 위치 «예술의 언덕 (Valley 
of Culture)»을 위한 플래그쉽 
프로젝트, 파리 서쪽에 위치

2016년 말
향수 박물관(Musée Sensoriel du 
Parfum): 모든 감각을 충족시키는 
정통적인 문화가 살아 숨쉬는 
파리 중심에 위치하며 1,340m2에 
달하는 규모와 정원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2016년 말
파리 조폐국 (La Monnaie de Paris) 
이 중정과 Guy Savoy 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부티크로 다시 태어납니다. 
파리 조폐국의 전통, 컬렉션 및 
전문성을 느낄 수 있는 교육적인 
다양한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말
크리용 호텔 (Hôtel Crillon) 재개관: 
콩코드 광장 (Place de la Concorde)
에 위치

2016년
로티 호텔 (Hôtel Lotti): 방동 광장
(Place Vendôme)과 튈르리 정원
(Jardin des Tuileries) 사이에 위치

2016년
슈발 블랑 (Cheval Blanc) 
개장: 파리의 새로운 팰리스급 
호텔, 명품 브랜드 그룹 LVMH
가 운영하며 사마리텐 (La 
Samaritaine) 백화점에 위치 

2017년까지
불로뉴 소재 알베르-칸 박물관 
및 정원 (musée et jardins Albert-
Kahn) 재단장(임시 휴관 없음) 
일본 건축가인 켄고 쿠마(Kengo 
Kuma)가 2,300m2의 규모로 
건축한 새 건물로 다수의 작품과 
120석 규모의 강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식 다실 및 식당도 
선보입니다.

2017년
루테시아 호텔 (Hôtel Lutetia) 
재개관: 생 제르맹 데 프레 지역

2019년
교통 중심지인 파리 샤를 드골 
공항 근처에 위치한 르와시 
국제무역센터 (International Trade 
Center - Roissy) 는 비즈니스와 
컨퍼런스를 아우르는 유럽 최고의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20년
42층, 180m 높이를 자랑하는 
트라이앵글 탑 (Tour Triangle) 은 
파크 데 엑스포시시옹 드 베르사유
(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
에 건축됩니다. 이곳에서는 4
성급 호텔, «공동 작업» 공간 
및 컨퍼런스 센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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