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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몽

펠리에는 도시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아름다움에 대한 취향
을 가꾸어왔습니다. 70개에 이르는 호화로운 저택, 루이 14
세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개선문과 페이루 왕실 광장,

산책하기 좋은 중세 골목, 2020년에 설립 800주년을 기념하게 될 의
과 대학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 유산 애호가들은 몽펠리에에서
그들의 열정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도시는 네

술
예
외곽에 있는 분수,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려진 삼미신(Trois

Grâces) 분수,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가 직접 그래픽을 그린 3, 4호선을 포함한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의 트램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현대 건축의 힘이 살아 있어

몽펠리에를 벤치마크로 삼게 만드는 동상과 거리 예술 작품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완전한 보행자 위주의 도심인 "레퀴송(l’Écusson)" 등
아름다운 문화 유산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사방 모든 곳이 예술입니다.
예술이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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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관광지인 몽펠리에 메디테라네는 모든
사람과 모든 취향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에 맞춰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합니
다. 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대담함! 그리고 항상 뒤
따라 오는 말, 탁월함!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브르
미술관(musée Fabre)에 소장된 900여 점의 순수 미
술 작품, 프랑스에 2개 밖에 없으며 가장 유명한 제8
의 예술, 즉 사진 작가들의 작품 원본만 전시하는 전
시관 중 하나인 파비용 포퓔레르(Pavillon Populaire)
의 사진, 그리고 2019년 6월 도심에 문을 연 새로운
현대 미술 센터인 MOCO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움직임 속에서 몽펠리에는 또한, 그리고 무엇
보다도 열정과 만남, 나눔의 땅입니다. 익스트림 스
포츠, 몽펠리에 댄스, 생생한 건축물, 공연 예술, 빛
의 도시 축제(Cœur de Ville en Lumières), 퍼포먼
스와 미학을 능숙하게 결합하여 애호가들에 의한 애
호가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에서 축제의 리듬을 체
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몽펠리에를
찾습니다.

지중해에 맞닿은 몽펠리에는 보석과 같은 풍광을 자
랑합니다. 해변에서 10km 떨어진 이상적인 위치에
포도밭과 자연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유용한 정보
로서, 빌르뇌브-레-마글론느(Villeneuve-Lès-Maguelone)의 풍경과 로마네스크 성당은 포도원과 호수 사
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근 카마르그(Camargue)의
페롤(Pérols)에서 볼 수 있는 어부의 오두막집이 매력
적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느긋한 관광"
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고장입니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오시기 편리하며, 모두에게
의심할 여지없이
소중하고 독특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몽펠리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관광지입니다!
관광은 물론 살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몽펠리에,
즐거움이 가득한 관광지!

움
거
즐
몽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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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꼭 둘러 보아야 하는 코메디
광장(PLACE DE LA COMÉDIE)에서 와인을

몽펠리에의 중심부인 코메디 광장은 몽펠리에
에서 꼭 둘러 보아야 할 관광 명소입니다. 예
전에는 그 모양이 타원형이어서 달걀 광장이라
고 부르기도 했던 이 광장은 유럽에서 가장 넓
은 보행자 공간 중 하나이며, 코메디 오페라 하
우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1773
년에 세워진 분수대에 "삼미신（les 3 Grâces）"
조각상이 자랑스럽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도
시의 활기를 느끼기 위해 꼭 둘러 보아야 하는 장
소입니다.

화
문

몽펠리에의
10대 관광 명소
2

자동차 없는 거리
보행자 위주의 관광지인 몽펠리에는 도보, 자전거 또
는 트램으로 관광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소음이
없는 거리에 대한 환호. 도심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습
니다. 생 로슈(St Roch) 역에 도착하자마자 광대한 보
행자 구역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거리 예술가와 카페
테라스들이 이 도시의 특색을 강렬히 드러내고 있으
며, 도시가 제공하는 4개의 트램 노선이 지나는 곳에
서 화려한 회전 목마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예술의 뷔페에
빠져보세요

4
중세풍의 골목에 흠뻑 빠져보세요
몽펠리에 도심에서 자랑스러운 과거의 상징인 중세
골목을 도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발페르 길(Rue
de la Valfère), 브라 드 페르 길(Rue du bras de fer),
아르장트리 길(Rue de l' argenterie)이 관광객에게 확
실한 인상을 남길 중세로 안내합니다.
골목 관광 시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 계획 따위는
잊고 그냥 좁은 골목길에서 길을 잃은 듯이 구경하세
요.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아치형 천장이 있는 작은 가
게들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데 거기에 즐비한 수공
예점, 골동품 판매점, 찻집, 갤러리 등이 관광객의 눈
을 즐겁게 해주는 가운데 잠시나마 과거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3

순수 미술과 현대 미술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십니
까? 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브르
미술관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
럽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중 하나로 간주되며, 미술관 내 한쪽 면 전
체에 현대 화가인 피에르 술라주(Pierre Soulages)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2019
년 6월에 개장한 새로운 현
대 미술 센터인 MOCO에
서는 전 세계 컬렉터에게
임시 전시회의 공간을 제
공합니다. 도시 문화를 애
호하는 사람의 경우, 창의
적인 도시에 새로 세워진
알 트로피즘(Halle tropisme)을 놓치지 마세요.
시에서는 예전에 병기창
이었던 이곳을 문화 공간
으로 만들었습니다.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주변의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5

몽펠리에 메디테라네는 화려한 색상과 분위기가 잘
어우러진 곳입니다. 중심 도시인 몽펠리에 주변은 모
두가 자신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자연에 대한 진정
한 찬가입니다. 포도원, 하이킹 트레일, 해변,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픽생루(Pic Saint Loup), 랑그도
크(Languedoc) 마을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 다채
로운 풍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 개선문(Arc de
triomphe) 꼭대기나 물의 성(Château d’eau)에서 내
려다 보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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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여행 시 자유를 만끽하세요

6

몽펠리에가 즉시 감동을 주는 것은 볼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몽펠리
에의 각 지구는 도시의 1000년을 보여주므로 다른 지구들과 서로 다릅니다.
중세 골목부터 장 누벨(Jean Nouvel), 자하 하디드(Zaha Hadid), 마시밀리아
노 푹사스 (Massimiliano Fuksas)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지은 건
축물에 이르기까지 몽펠리에는 고대와 현대 건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탁(Starck)의 최신작인 구름(Le Nuage), 소우 후지모토(Sou Foukimoto)의 하얀 나무(L'arbre Blanc) 또는 런던 건축가 파시드 무사비(Farshid
Moussavi)의 신성한 어리석음(La Folie Divine) 등을 놓치지 마세요.

밤낮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습
니다
트램 4호선을 타고 시내 중심을 돌면서 보석 같이 아
름다운 몽펠리에 유산들을 만나보세요. 호아얄 뒤 페
이루 광장(Place royale du Peyrou), 의과 대학, 레팡
(Les Pins) 및 바보트(Babote) 탑 투어.... 우리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 해질 무렵 보석처럼 빛나는 이 도
시의 명소를 찾아가세요!

7
활기

9

일년 내내, 언제 어디서나! 활기차고 열정적인 몽펠
리에 메디테라네는 일년 내내 이벤트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몽펠리에 댄스 국제 페스티벌, 라디오 프
랑스 페스티벌, 익스트림 스포츠 국제 페스티벌, 프랑
스 및 세계 엘리트 선수와의 스포츠 대회를 즐길 뿐
만 아니라 투우 트로피, 바다 페스티벌 및 기타 다양
한 페스티벌 등 전통 행사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몽
펠리에 메디테라네를 충실히 체험하고 알기 위해 숙
박 및 주요 이벤트 등 계획을 잘 세우세요.

입맛을 돋우는 테르
와르를 만나보세요

일년 내내 화창한 날씨 속에 자
전거를 타고 바다를 바라보며 개
인 해변을 달릴 수 있습니다.

8

몽펠리에에서 미식을 드시지 않
으면 몽펠리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필수 코스라고요?
시식과 시음을 곁들인 애호가와
의 만남: 주변 포도원에서 직접
현지 와인의 시음, 몽펠리에에
서 20분 거리에 있는 토(Thau)
분지의 굴 제품 시식, 생산업
체에서의 올리브 및 오일 사용
등을 해보고, 또한, 도심에 있
는 레삭(Laissac), 카스텔란느
(Castellane), 그리고 외곽의 자
크 쾨르(Jacques Coeur) 및 레즈(Lez) 시장의
미식 식당가 상인과 직거래도 하는 등. 여름마다 대도
시의 많은 코뮌에서 열리는 여름 페스티벌(Estivales)
의 저녁 축제와 미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11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지중해의 해변은 몽
펠리에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휴식을
취하려면 빌르뇌브 레 마글론느(Villeneuve les Maguelone)로 달려가세요. 매혹적인 분위기 속에서 포
도원과 바다 사이에 자리잡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마
글론느(Maguelone) 성당을 발견할 것입니다. 4월부
터 9월까지 개인 해변이 개방됩니다. 여기에 몽펠리
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레스토랑
과 임시 저녁/콘서트 장소가 제공됩니다. 코스를 어
떻게 잡을까요? 포트 마리안(Port Marianne) 지구를
따라 자전거로 해변으로 이동한 후
이어서 자전거로 지중해 코스를 다
시 시작하세요. 매우 안전하며 자유
를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다
하
끽
만
를
유
자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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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애호가에게 몽펠리에 메디테라네는
2020년에 그 어느 때보다 꼭 둘러 보아
야할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문화적 활기, 삶 속의 예술과 느긋한 삶
모두에서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800년 전통의 의과 대학
몽펠리에시는 2020년 내내 의과 대학 800주년
을 기념할 예정인데, 이 대학의 학칙은 1220년에
제정되어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의과 대학으로
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념 행사로서 전
시회, 견학, 회의, 출판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2020년도 프랑스 국가 기
념 행사 명부에 등재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트
벤
이
2020년도 주요 행사

피에르 술라주(PIERRE SOULAGES), 탄생 100년!

세트(SETE) 항
구 2020

2019년 12월 24일 피에르 술라주는 10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공개 컬렉션을 통해 이
위대한 화가의 가장 중요한 컬렉션 중 하나를 보유하
고 있는 파브르 미술관이 일련의 이벤트(작품 영사,
전시회, 컨퍼런스 등)를 마련했습니다.

몽펠리에와 세트가 육로와
해로를 통해 연결됨
몽펠리에와
세트에서는
2020년 4월 7일부터 13일
까지 해양 전통의 리듬에 맞
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
정입니다. 몽펠리에에서 20
분 거리, 감탄할 만한 120척
의 역사적인 배, 해상 퍼레
이드, 해전, 쇼 및 해상 대회
가 펼쳐집니다. 잘 짜인 계
획으로, 몽펠리에에 숙소를
정하고 세트를 당일 치기로
여행하면 즐거움을 더할 것
입니다.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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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뎅 데 상스(JARDIN DES
SENS)
몽펠리에 제도의 부흥
푸르셀(POURCEL) 형제의 신화적인“자르댕 데 상스
(Jardin des Sens)”(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를
받음)는 2020년 봄 카누르그(Canourgue)에 있는
17세기에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로서, 오텔 리쉐
드 벨발(Hôtel Richer de Belleval)이라고 불리는
몽펠리에 구 시청 건물에서 다시 문을 엽니다.
호텔 & 성으로 분류되는 이 호텔에는 18개의
객실, 고급 레스토랑, 비스트로, 샴페인 바, 리셉
션 홀(구 웨딩홀 안에 있음), 야외 테라스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대 아트 갤러리도 설치
될 예정입니다.

함
담
대
미식과 대담함

하얀 나무(L’ARBRE BLANC)
건축과 미식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2019년 6월 레즈(Lez) 강변에 완공한 건물인 하얀 나무(L'Arbre
Blanc)는 건축가 소우 후지모토(Sou Fujimoto), 니콜라스 레스네
(Nicolas Laisné) 및 마날 라슈디(Manal Rachdi)가 상상력을 발
휘하여 설계한 건물로서 몽펠리에 건축의 대담함을 마음껏 표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미식을 애호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가 높은 이 건물에는 지상층과 1층에 셰프 샤를르 퐁트(Charles
FONTES)와 에릭 세이예(Eric CELLIER)가 각각 운영하는 새로운 레
스토랑 라 레제르브 랭보(La Réserve Rimbaud)와 라 메종 드 라
로제르(La Maison de la Lozère)가 있습니다. 17층의 파노라마 테
라스 중 하나에 지어진 아트 갤러리와 타파스 바가 이 건
물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즈(LEZ) 시장
트렌디하고 감칠맛 나는 분위기!
다이내믹한 몽펠리에가 도시에 시골을 수용했습니다. 상점,
중고 딜러, 파머스 마켓, 레스토랑, 푸드 트럭, 스타트업, 애
니메이션과 이벤트, 전시회 등이 펼쳐지는 창의적인 핫스팟
인 레즈(Lez) 시장은 예전에 인쇄소, 농가 및 창고가 들어서
있던 레즈 강 연안의 농공업 구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
로운 삶 속의 예술로 초대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키워드: 책임감 있고 지역적
이며 혁신적이고 현대적임. 즐겁고,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태양 아래서 휴식
을 취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서, 2019년 7월 미식가를 위한 홀 개장에 이어 2020년 봄에
는 옥상이 개장될 예정입니다!

수상자들
몽펠리에의 젊은이들이 고테 미요(Gault et Millau)에서 주
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테 미요는 수상자를 발표하고 최고의 요리를 평가
하면서 새로운 인재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몽펠리에
와 그 지역은 올해 최고의 프랑스 소믈리에와, 프랑
스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셰프 중 한 명을 배출한 데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 " 하얀 나무(L’Arbre blanc)의 수석 소믈리에인 쥘리
앙 뫼이용(Julien Meurillon)이 2020년 프랑스 최고
의 소믈리에로 선정되었습니다.
• 르플레 도비온(Reflet d’Obione)의 셰프 로랑 셰르
시(Laurent Cherchi)가 2020년 유망한 젊은 인재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젊은이 33세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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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O
몽펠리에 콩텅포랭(Montpellier
Contemporain)
MOCO 몽펠리에 콩텅포랭은 두
곳의 전시장, 즉 공공 컬렉션이든
개인 컬렉션이든 전 세계 컬렉션
의 전시 전용 공간인 오텔 데 콜
렉시옹(Hôtel des Collections) 및
현대 미술 센터인 라 파나세(La
Panacée)와 한 곳의 예술 학교,
즉 ESBA(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Montpellier)를 한
데 모아 예술 생태계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든, 각 전시회에는 특정 컬렉션을 전시하는 재단, 개
인 수집가, 기업, 미술관 또는 아티스트 개인 등의 특
성이 있습니다. 컬렉션의 대부분은 일반 대중에게 처
음으로 공개되는 컬렉션들입니다.
전시 공간 이상의 역할을 하는 MOCO 오텔 데 콜렉시
옹은 삶의 장소가 되는 것
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
습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5
대륙의 정원에 자리잡고 있
는 이 전시 공간에는 자체
적으로 운영하는 바와 상점
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MOCO 오텔 데 콜렉시옹이
몽펠리에 콩텅포랭의 중심입
니다. 2019년 6월 예전의 오텔
몽칼름(Hôtel Montcalm)에
개장한 이 전시 전용 공간
은 몽펠리에의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영구적으로
소장한 컬렉션이 없는 이
공간은 전 세계의 공공 또
는 개인 컬렉션을 전시하는
전시 전용 공간으로 사용됩
니다. 단체, 개인, 주제, 역사
등 전시회의 성격이 무엇이

회
시
전
알 트로피즘
(HALLE TRO-

문화적 열정

PISME)
예전에 육군 병기창이던 곳의 중
심에 세워진 창조적 도시

창조적 도시와 함께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개발될 문
화 및 창조 산업을 위한 4,000m2 규모의 새로운 단
지. 1913년 육군 병기창이 들어섰던 이 건물은 오늘
날 매일같이 대중이 이벤트에 참가하거나 단순히 카
페 트로피즘(Café Tropisme)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이고 기업가적인 장소가 되었습니
다. 이 문화 생태계는 문화 관계자들과, 더 광범위하
게는 문화 및 창조 산업 관계자들을 한데 모읍니다.
이곳은 서로 연결되고 공유하며 창의적이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입니다.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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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삶
자전거를 타고 지중해 해변을 달
리다
몽펠리에에서 출발하는 가족
들과의 자연 산책!
자전거 길은 몽펠리에 도심에서 신고전주의풍의 안
티구네(Antigone) 지구를 향해 출발한 후 포트 마리
안(Port Marianne)에 도착하는데, 이 여정에서 현재
가장 위대한 건축가들이 설계한 재능 있는 건축물들
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 누벨(Jean Nouvel)이 설계
한 시청에 도착하면 거기서 포도원과 호수 사이에 있
는 레즈(Lez)를 따라 자전거 경로를 이어갑니다.
10km에 이르는 자전거 경로가 끝나면 이제 완전히
안전하고 해발 고도가 제로인 지중해 자전거 구간에
도착하는데, 가족 여행으로 이보다 완벽할 수 없습니
다. 이 경로를 지나 팔라바 세트(Palavas-Sète)섹션)에
서 마글론느 성당을 우회합니다. 해변에 이르면 이제
완전히 자연적인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마글론느 성당을 방문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이
지역의 와인을 맛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족 수영
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하루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코메디 광장의 관광 안내소에서 자
전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고
타
를
거
자전
새

역사의 지방 및 도시로
과
술
예
,
네
라
테
디
메
소식! 몽펠리에
(2019년 12월)
선정된 최초의 대도시!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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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E

유럽 최대의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5월 20일 ~ 24일

프랑스 건축 페스티벌
(FESTIVAL DES
ARCHITECTURES VIVES)
개인 저택의 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이한 건
축 투어.
6월 9일 ~ 14 일

몽펠리에 국제 댄스 페스티벌
매년 최고의 안무가들이 모여 펼치는 댄스 페스티
벌.
6월 21일 ~ 7월 5일

트
이
라
이
하
라디오 프랑스 페스티벌 오시타
니 몽펠리에

30년 동안 매년 200개 이상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7월

몇 가지 하이라이트
페스티벌

와인과 현지 생산물을 즐기며 보내는 금요일 저녁.
7월 ~ 8월

시네메드(CINEMED)
지중해 국제 영화제.
10월 중순

빛이 가득한 도심

도심에서 펼쳐지는 소리와 빛의 향연
11월 말

겨울 이벤트(LES HIVERNALES)
크리스마스 마켓, 아이스 링크 등이 열립니다.
12월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montpellier-tourisme.fr을 참조
하십시오.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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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교통편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지중해 아크의 중심에 위치

2020년 새 소식: Transavia는 2020년 4월부터 몽펠리
에에 영구 기지를 설립하여 20개 지중해 지역에서 몽
펠리에로 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세 정보: www.montpellier.aeroport.fr을 참조하십시오.

파리에서 1시간 15분, 바르셀로나에
서 3시간, 지중해에서11 km, 옥시타니
아(Occitania) 지역의 중심부, 프로방스
(Provence)에서 가까운 몽펠리에 메디테
라네는 역사적인 도시, 다양한 특색을 간
직한 지역,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세계 문
화 유산에 등재된 유적을 발견하기에 이
상적인 장소입니다.

기차편
몽펠리에에는 두 개의 기차역, 즉 코메디 광장에서
200m 떨어진 도심에 위치한 몽펠리에 생 로슈(Montpellier Saint-Roch) 역과 몽펠리에 쉬드 드 프랑스
(Montpellier Sud de France) 역(도심에서 트램이나 셔
틀을 이용할 경우 20분 거리)이 있습니다.
파리 리옹 역(Paris-Gare de Lyon) 또는 샤를 드골 공항
(Aéroport-Charles de Gaulle)에서(3시간 15분), 릴에서
(4시간 45분), 바르셀로나 또는 브뤼셀에서(5시간 40
분)에서 직접 연결된 여러 철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상세 정보: www.sncf.com을 참조하십시오.

몽펠리에는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오실
수 있으며, 파리에서 1시간 10분, 바젤에서 1시간 15
분, 런던에서 1시간 45분, 암스테르담에서 1시간 55
분이 걸립니다. 공항은 도심에서 8km 거리에 있으며
프랑스 8개 도시로 직항편이 운항됩니다.
몽펠리에의 항공 네트워크는 AirFrance, Air Arabia, KLM, British Airways, Royal Air Maroc, Easyjet,
Transavia, Volotea 등 17개 항공사에서 운항합니다.

vers
PARIS
CLERMONT-FERRAND

vers
ALÈS

NAL
PARC NATIO ES
DES CÉVENN
r
Ta

n

CAUSSES
ET
CÉVENNES

id
ou

KM

ie

GRAND SITE
DE FRANCE
CIRQUE DE
NAVACELLES

PONT ET CHAPELLE
SAINT ÉTIENNE D’ISSENSAC

La

60

La

rb

75

~

Vi

lt

DE

LAC
DU SALAGOU

TPELLIER
GARE
TGV
SÈTE

Étang
de l’Or

A9

MARSEILLE

D

La

AÉROPORT
MONTPELLIER
MÉDITERRANÉE

n
La

ie

n

61

3

gu

D986

n

e

LATTES

09

ed

oc

Étang
du Méjan

D62

Carnon

La Grande
Motte

Aigues
Mortes

CAMARGUE

Le Grau du Roi
Port Camargue

CABANE
DE GARDIAN

Palavas
les-Flots

MER
NÉE
MÉDITERRA

MAISON
CONSULAIRE
ET MOLIÈRE
A7

D6

LOUPIAN

13

CATHÉDRALE
DE VILLENEUVELÈS-MAGUELONE

Étang
de Thau
D51

HUÎTRES

Béziers
CHEMIN DE SAINT-JACQUES
DE COMPOSTELLE

CA N A

SITE INSCRIT
AU PARTIMOINE MONDIAL
DE L’UNESCO

Sète

JOUTES
LANGUEDOCIENNES

MID

I

Agde
Vias

D6

12

Montpellier,
mes petites
escapades
un
à e heure…

Cap d’Agde

Portiragnes
CÔTE VOLCANIQUE

ENTRÉE DE PORT
SITE PRÉHISTORIQUE

GRAND SITE
DE FRANCE
CAMARGUE
GARDOISE

PLAGE
DE L’ESPIGUETTE

MONT
SAINT-CLAIR

L DU

RIVIÈRE / FLEUVE
CANAL DU MIDI

THERMES

Mèze

5
A9

VOIES VERTES

Balaruc
les-bains

13

Pézenas

D6

SÈTE

PLAN
ACCÈS

Mauguio

09

00

A9

MURVIEL-LÈSMONTPELLIER

L ’H

A7

A7

PLACE
DE LA
COMÉDIE

érault

GARE TGV
MONTPELLIER
SUD
DE FRANCE

GARE TGV
NTPELLIER
INT-ROCH

0

Clermont
l’Hérault

Lunel

DE LA MOTTE

TRAMWAY DE MONTPELLIER
A75

ARENES DE LUNEL

MONTPELLIER
JARDIN

Gignac

LE POUGET

CIRQUE
DE MOURÈZE

0

NÎMES

CHÂTEAU
DE CASTRIES
PONT
DU DIABLE

0m

La Salvetat
sur-Agout
EL
PARC NATUR
RÉGIONAL
GUEDOC 0
LAN
UTHA
1
~ 7 DU
À
5K
ST
M1H30 À L’ OUE

TITU

MOUFLONS
DU CAROUX

AL

LYON
PARIS

ATIONAL
VENNES

MUSÉE DE LODÈVE

2

D’

E

D62

SITE
ARCHÉOLOGIQUE
D’AMBRUSSUM

CAMBOUS

Saint Guilhem
le Désert

E D’AUTOMNE

TEMPS
FORTS

ABBAYE
DE GELLONE

Lodève
SALAISONS
DE LACAUNE

D6

Lacaune
les Bains

E

D17

TIONS
MUSÉE DE LODÈVE

A9

PIC
SAINT LOUP

GRAND SITE
DE FRANCE
GORGES
DE L’HÉRAULT

LET À SEPTEMBRE

NTEURS DE LA GARRIGUE

DES ARCS

D986

L’H

CAROUX

LET & AOÛT

T

Saint Martin
de Londres RAVIN

ér
au

JUILLET & AOÛT

LACE AU TERROIR »

vers LYON
NÎMES
ARLES
PONT DU GARD

s

DOCIENNES

ET PIANO

e

A

AOÛT

GROTTE
DES DEMOISELLES

Ganges
u
Do

rl

lvetat-sur-Agoût / JUILLET

7

V

EL
PARC NATUR
RÉGIONAL
DES GRANDS
CAUSSES

es
Gorg
arn
du T

D2

Le

75

E TRIATHLON POUR TOUS

A

URÈZE

BEFFROI
DE MILLAU

-5

Millau
VIADUC
DE MILLAU

0M
I N AU N O R D

S

ET

MONTPELLIER

7

Le

D1

/ MAI

tord

AINT-LOUP

AL INTERNATIONAL
RÊMES »

NCUENTRO

마르세유에서 1시간 30분, 툴루즈에서 2시간 30분,
리옹에서 3시간, 바르셀로나에서 3시간 30분, 니스에
서 3시간 15분 거리에 있는 몽펠리에는 A9/A709 및
A75 고속도로를 통해 도심에서 8km 떨어진 몽펠리
에 메디테라네 국제 공항과 연결됩니다. 도심에 위치
한 몽펠리에 생 로슈 역은 코메디 광장에서 200m 떨
어져 있습니다.

Le Rieu

PLAGES

차량편

FORT DE
BRESCOU

SITE ARCHÉOLOG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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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통계 수치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메트로폴

프랑스에서 유치하는 대규모 회의 수(2018년 ICCA 기준)

연간 5,100,000명의 방문객

프랑스 8위 도시

과
결
인구 증가율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메트로폴

프랑스 1위 도시

31개의 코뮌

주민 수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메트로폴

프랑스 7위 도시

457,839명의 주민

호텔의 숙박 일수

몽펠리에

1,552,245박

282,143명의 주민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배우기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램

프랑스 2위 도시

2018년도 20분 설문조사

주제별
자료
유산 - 거리 예술 - 테르와르 - "Un si Grand Soleil"
TV 시리즈 - 페스티벌 - 어린이와 몽펠리에- 문화 현대 유산 - 명품과 웰빙 - 골프 - 웰빙 -문화 - 역
사 - 몽펠리에 광장 - 유산으로서의 건강 - 느긋한 여
행 - 전통 - 캡탈 스포츠 - 나의 선택 가족 - 와인 관광
- 미식가의 몽펠리에 - 시장과 홀 - 꼭 맛보아야 하는
요리 - 공예가 - 영적 여정 - 사업하기 좋은 도시 몽펠
리에 - 국제회의 도시- 미니 예산 - 장애인을 위한 관
광 - 게이 우호적 - 관광 안내소 제품 - 지역 탐방 등

주제별 자료 제공
문화, 명품, 미식, 친절, 비즈니스, 건축 등
몽펠리에 메디테라네는 즐거움을 배가
시킵니다!
caroline.berland@ot-montpellier.fr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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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즐거움을 제공하는 관광지
파리에서 1시간 15분, 바르셀로나에서 TGV로 ２시간 50분, 지중해에서 11 km
떨어진 해안 도시 몽펠리에 메디테라네는 체류하면서 괄목할 만한 역사적인 유
산을 보존한 도시, 다양한 특색을 간직한 지역,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세계 문화 유
산에 등재된 유적을 관람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역사적인 도심

현재도 운영 중인, 서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과 대학, 중세 골목길, 광장과 테라스, 개인
저택의 뜰 등 1000년의 역사 역사. 프랑스에서
가장 넓은 보행자 구역으로의 여행.

주요한 문화적 관광지

유럽의 가장 유명한 순수 미술 컬렉션 중의 하
나인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메트로폴 파브르 미
술관, 국립 오페라, 국제 페스티벌 및 기타 예술
장인들 등... 즐거움의 문화를 바로 만날 수 있
습니다!
도시 관광지이자 일류 계획 도시인 몽펠리에는
대도시의 편리한 시설과 지중해의 편안한 생활
양식을 결합했습니다. 향기로운 시장, 넓은 보
행자 광장, 활기찬 테라스, 자전거로 갈 수 있
는 해변, 그리고 일년에 300일 동안 내리쬐는
햇빛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유산 지역의 중심

몽펠리에에서 2시간 거리 내에 카르카손(Carcassonne)시, 퐁 뒤 가르(Pont du Gard), 미디
(Midi) 운하, 콤포스텔라(Compostelle) 길, 피
레네 산맥의 보방(Vauban) 요새, 코스(Causses) 고원 및 세벤(Cévennes) 계곡 등 유네스
코 세계 문화 유산이 여섯 곳 이상이 있습니다.

와인 시음을 겸한 포도원 방문

프랑스에서 가장 큰 포도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메트로폴은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햇볕을 듬뿍 받고 풍요로운 와인 생
산 환경이 탄생한 고품질 와인을 선사합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 특히 반드시 마셔보아야 할
그레 드 몽펠리에(Grés de Montpellier)를 포함
한 AOC 랑그도크(Languedoc) 와인, 장식용 건
물, 와인 지하 저장고 및 기타 지역 등이 모든
입맛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대담한 건축

장 누벨(Jean Nouvel), 자하 하디드(Zaha Hadid), 마시밀리아노 푹사스(Massimilino Fuksas),
필립 스탁(Philippe Starck), 리카르도 보필(Ricardo Bofill) 등 몇몇 유명 건축가를 손에 꼽
을 수 있습니다. 궁륭이 높은 건축 양식과 현대
적 위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몽펠리에는 제
격입니다!

유산 속의 자연

바다와 호수 사이의 반도에 외따로 세워진 로
마네스크 양식의 보석 같은 마글론느 성당, 메
장(Méjean) 자연 보호 구역, 인근의 카마르그
(Camargue), 도심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골프
코스 등 몽펠리에에서는 자연이 그대로 살아
있어 체류하는 동안 그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홍보 담당자 카롤린 베를랑(Caroline BERLAND)
04 67 60 19 33 - 06 74 19 63 22
caroline.berland@ot-montpellier.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