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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테 드 카르카손
성과 성벽
프랑스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벽 위에서의 독특한 경험.
카르카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중세 도시가 되기 전에,
기원전 6세기 로마제국에 의해 점령, 로마식 마을이 되었고
4세기가 되어서야 요새화되었습니다. 13세기에, 왕권은 두 번째
성벽을 마을에 갖췄으며, 성을 넓히고 성곽으로 둘러쌌습니다.
19세기 비올레 르 뒤크(Viollet-le-Duc)에 의해 복원된 시테는
1000년의 군사 건축과 2500년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3D 영상과 실사를 혼합한 12분짜리 영화를 관람하시며 순찰로
탐방 및 호딩과 북쪽 성벽, 성벽 위에서 피레네와 몽타뉴 누아르,
로라게의 평원의 전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 매일 저녁 이동식 야간공연.

찾아오시는 길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명소.

안내
개관시간(변경 가능)
개관
4월〜9월: 10:00〜18:30
10월〜3월: 9:30〜17:00
매표소 마감 시간: 폐관 45분 전
휴관
1월 1일, 5월 1일 일12월 25일
접근성
방문 층수: 2
거동이 불편한 관광객도 주위의 도움을 받아 성의 중앙 광장과
옹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방문 도중 휴식 가능
화장실
매장
200 m 거리에 관광버스 주차장, 유료, 경비원
공간 대여 : 수용 능력 - 착석 99〜200석, 입석 99〜500석

툴루즈, 페르피냥 또는 몽펠리에 간선도로,
나르본 서쪽 50 km에 위치
페르피냥, 나르본, 몽펠리에 또는 툴루즈에서: A61
고속도로 Carcassonne Est 출구로 나와 시테 방향
까날 데 두 메르 아 벨로
(Canal des deux mers à vélo): 2 km
카르카손 항만: 2 km

문의
CHÂTEAU ET REMPARTS
DE LA CITÉ DE CARCASSONNE
1, rue Viollet-le-Duc - 11000 Carcassonne
단체 예약
전화.: (33) (0)4 68 11 70 76
carcassonne-reservation@monuments-nationaux.fr
www.remparts-carcassonne.fr

남서부
랑그독 루시옹 / 시테 드 카르카손 성과 성벽

방문
안내책자를 이용한 성 안뜰 및 고고학 박물관,
성벽, 소개 영상 등을 자유 방문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네델란드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소요시간: 1시간
오디오 가이드 투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예약시: 단체용
소요시간: 1시간 30분〜2시간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투어
프랑스어
예약시
소요시간: 45분

2021 년 요금
가격대 3

방문 - 콘퍼런스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단체 요금 (20 명 이상)

예약시
소요시간: 1시간 30분〜2시간 30분

pro 인터넷 예매

개관시간 외의 캐터링 서비스 포함 혹은, 미포함
스페셜 투어

7,5 유로
일반 요금

9,5 유로
18세 이하 무료*
18세~25세 무료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혹은 유럽연합 정기 거주자)
* 학교 단체 또는 과외활동 단체 제외

추가 요금:

오디오 가이드 투어 유로 3유로
1인당 3유로

유용한 연락처
카르카손 관광안내소

전화.: (33) (0)4 68 10 24 30
www.carcassonne-tourisme.com
오드 관광개발부

전화.: (33) (0)4 68 11 66 00
www.audetourisme.com
메종 드 라 레지옹 / 랑그독 루시옹- 미디
피레네
전화.: (33) (0)5 61 13 55 55

www.tourisme-occitanie.com
부근의 국립사적지:

앙세륀 고고학 유적지 - 97 km
살스 요새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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