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ourisme.monuments-nationaux.fr

이프 성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통해 유명해진 이 요새는
마르세유항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섬에 세워져 있습니다.
1529년 프랑수아 1세는 마르세유 맞은 편의 이프섬에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이프섬은 1541년부터 감옥으로 사용되었으며,
유명한 중농주의자인 아버지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힌 미라보
백작처럼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수들이 수감된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프 성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건축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지중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찾아오시는 길

안내
개관시간(변경 가능)
개관
4월 1일~9월 30일: 10:00~18:00
10월 1일~3월 30일: 10:00~17:00
마지막 방문: 선박 운행 시간에 따라 실시. 자세한 사항은
www.monuments-nationaux.fr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는 다음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유적지: (33) (0)4 91 59 02 30 또는: (33) (0)6 03 06 25 26
www.chateau-if.fr
휴관
10월 1일~3월 30일까지 월요일마다
1월 1일, 5월, 1일, 12월 25일, 악천후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서비스
4월〜10월 패스트푸드
음료수 자판기
화장실
매장
관광버스 주차장 800m (Fort Saint-Jean 주차장)
자가용 주차장: 샤를 드 골(Charles de Gaule), 오뗄 드 빌
(Hôtel de ville), 에스티엔느 도르브(Estienne d’Orves)
공간 대여

프라테르니테 부두(구 벨즈 부두), 구항구,
Frioul If Express사가 운행하는 선박
(섬까지 가는 시간 20분, 프리울 섬을 거쳐
돌아오는 시간 45분), 마르세유 항

문의
CHÂTEAU D’IF
8, rue Glandeves
13001 Marseille
전화.: (33) (0)4 91 59 02 30
팩스: (33) (0)4 91 59 05 62
예약시 (악천후):
전화.: (33) (0)6 03 06 25 26
resa-if@monuments-nationaux.fr
www.chateau-if.fr

남동부
프로방스 - 알프 - 코트다쥐르 / 이프 성

방문
안내책자를 이용한 자유 방문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네델란드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체코어, 포르투갈어
소요시간: 30분~1시간(섬 방문시 1시간 30분)
역사 설명
프랑스어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대한 상설 전시
회와 이프 성의 역사를 다룬 영화
프랑스어, 영어, 러시
개관시간 외의 캐터링 서비스 포함 혹은 미포함
스페셜 투어

2019 년 요금
가격대 3
관광업 종사자
또는 단체(성인 20인 이상)
할인요금

5 유로
pro 인터넷 예매

@

일반 요금

6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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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 요금 별도t

유용한 연락처
메종 드 라 레지옹 (Maison de la région)

전화.: (33) (0)4 91 56 47 00
www.tourismepaca.fr
마르세유 관광안내소

전화.: (33) (0)8 26 50 05 00
www.marseille-tourisme.com
Frioul If Express

전화.: (33) (0)4 96 11 03 50
www.frioul-if-express.com
accueil.frioulifexpress@transdev.com
Croisières Marseille Calanques - 이프 성

전화.: (33) (0)4 91 58 50 58
contact@croisieres-marseille-calanques.com
Icard: (33) (0)4 91 33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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