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ourisme.monuments-nationaux.fr

콩시에르쥬리
혁명 재판소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감옥으로 쓰인 고딕 양식이 매우
인상적인 이 중세 왕궁의 내부 공간을 방문해 보세요.
중세 도시의 궁전에는 근위병실, 단려왕 필리프 4세 하에 지어진
드넓은 기병대실 그리고 선량왕 2세 하에 세워진 주방들이
남아있습니다. 14세기 말경 프랑스 왕들은 루브르와 뱅센 성에
거주하기 위해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 후 이곳에서는 사법
활동이 발달하였으며 감옥이 정비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동안
콩시에르쥬리는 혁명 재판소 설치와 함께 악명 놓은 구금 장소
중 한 곳이 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곳의 가장 유명한
죄수입니다. 왕정복고 시대에는 그녀가 갇혔던 감방 위치에 추모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새로운 소식:
- 프랑스 혁명 관련 풍부한 방문 여정
- 전체적으로 복원된 주방들
- 몰입도 높은 방문 기기: Histopad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

안내
개관시간(변경 가능)
개관
연중 무휴: 09:30~18:00
매표소 마감 시간: 폐관 30분 전
휴관
5월 1일, 12월 25일
접근성
방문 층수: 2

서비스
방문 도중 휴식 가능
화장실
매장
관광버스 주차장 (부르도네 항,
쉬프랑 항, 베르시 항, 루브르, 보부르)
시테섬에서 하선 혹은 재승선 불가
공간 대여: 수용능력 착석 450석, 입석 600석

파리 중심부/ 시테섬
생트샤펠 대성당과노트르담 대성당 부근에 위치
지하철4: Cité
지하철1-7-11-14: Châtelet
RER A, B, D선: Châtelet-les-Halles
RER B, C선: Saint-Michel
버스: 21 - 24 - 27 - 38 - 58 - 81 - 85 - 96

문의
CONCIERGERIE
2, boulevard du Palais
75001 Paris
단체 예약 필수
전화: (33) (0)1 53 40 61 04 / 60 97
팩스: (33) (0)1 53 40 60 96
resailedelacite@monuments-nationaux.fr
www.paris-conciergerie.fr

파리 일드프랑스
시테섬 / 콩시에르쥬리

방문
안내책자를 이용한 자유 방문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네델란드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예약시: 늦어도 1달 전
resailedelacite@monuments-nationaux.fr
소요시간: 30분~2시간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투어
프랑스어, 영어
예약시
전화.: (33) (0)1 44 54 19 30 - 팩스: (33) (0)1 44 54 19 31
visites-conferences@monuments-nationaux.fr
소요시간: 1시간 30분
Histopad를 이용한 방문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2021 년 요금
가격대 3
단체 요금 (20 명 이상)

7,5 유로

pro 인터넷 예매
역사 슬라이드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개관시간 외의 스페셜 투어
전화 (33) (0)1 53 40 60 92
la-conciergerie@monuments-nationaux.fr

일반 요금

9,5 유로
콩시에르쥬리/생트 샤펠 대성당 통합 입장권
단체 요금 (20 명 이상)

15 유로
일반 요금

17 유로
18세 이하 무료*
18세~25세 무료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혹은 유럽연합 정기 거주자)
* 학교 단체 또는 과외활동 단체 제외

추가 요금:

Histopad를 이용한 방문: 5 유로 (관광업
종사자 는 단체)

유용한 연락처
파리관광안내사무소

www.parisinfo.com
일드프랑스 지역관광위원회

www.visitparisregion.com
부근의 국립사적지:

생트샤펠 대성당
팡테옹
개선문
오텔 드 라 마린

파리 일드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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