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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경관
* 프랑스식 정원들
1662-1674년에 ‘앙드레 러 노트르’(André Le Nôtre)는 궁전의 정원을
재정비하여화단이 둘러진 ‘러 그랑 빠테흐’(le Grand Parterre), 넓은 잔디밭인
‘불랑그랑’(Boulingrin), 왕세자비 정원인 ‘러 자르당 드 라 도핀’(le Jardin de la
Dauphine) 등의 프랑스식 정원들로 새로 조성했다.

* 라 그랑드 테라스
큰 테라스를 뜻하는 ‘라 그랑드 테라스’는 러 노트르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길이
2450미터, 폭 30미터의 대형 테라스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토목공사가
필요했다. 약간의 지면 경사도 차이를 주어
테라스 길을 걸어가는 산책자에게 길이 실제보다
짧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곳 테라스에서 센
강과 파리의 탁 트인 시원한 전망을 즐길 수 있다.

* 영국식 정원
1845년 철도가 상-제르망까지 연장되면서 ‘러 그랑 빠테흐’(le Grand Parterre)
정원의 일부가 없어졌다. 정원 한쪽이 잘려나간 대신 숲의 일부분에 영국식 정원
(Jardin Anglais)이 조성되었다. 궁전의 정문 바로 앞에 기차역이 설치되었는데
이곳은 러 노트르가 만든 분수대가 있었던 곳이었다.

* 동굴 포도주
상-제르망-앙-레와 러 뻭(Le Pecq) 시는 1999년 강변 쪽의 작은 테라스란 뜻인
‘라 쁘티 테라스’(la Petite Terrasse) 아래에 포도나무를 심기로 결정했다. 삐노
누아(pinot noir)의 두 가지 품종으로 구성된 1850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어 13
세기에 시작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전에 동굴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포도주를 동굴 포도주라는 의미의 ‘라 큐베 데 그로트’(La cuvée des
grottes)라고 부른다.

* 샤토 너프
앙리 2세때 짓기 시작한 새로운 궁전인 ‘샤토 너프’는 앙리 4세 때에 세 개의
정원과 센 강까지 내려가는 테라스를 추가한 웅장한 모습으로 완공되었다.
루이 14세가 1638년 9월 5일에 샤토 너프에서 태어났다. 불행하게도 부드러운
석회암 돌에 물이 침투해 건물은 점점 황폐화되었다. 오늘날 샤토 너프 중에

왕의 예배당(chapelle du roi) 건물만 남아 있는데 지금은 ‘빠비용 앙리 4
세’(Pavillon Henri IV)라고 하는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다.

* 국립 공원
궁전 정원에서 이어지는 숲인 상-제르망-앙-레의 국립공원은 3532 헥타르의
크기로 산책과 자전거 타기에 이상적인 곳이다. 숲속에는 좋은 휴식공간인
운치가 있는 저수지(La Mare aux Canes, L’Etang du Corra)들이 조성되어 있다.
관광 안내소는 ‘Guide du sentier des Oratoires’ 라는 산책로 지도를 제공한다.
국립 공원(Domaine National)과 궁전 공원(Parc du château)의 개장시간:
연중무휴 8시 개장, 월별 폐장시간(17-21:30)은 공원입구에 표시되어 있음.
무료 입장.

관광명소와 박물관
* 샤토-뷰
국립고고학박물관
구 궁전인 샤토-뷰는 프랑수아 1
세 지시로 중세시대의 요새 같은
성으로 만들어 졌다. 상-제르망-앙레는 프랑스 1682년까지 왕들이
거주한 도시인데 29명의 왕이 샤토뷰에서 살았다. 나폴레옹은 이곳에 기마학교를 설립했고 루이-필립 왕은
군사감옥을 설치했다. 나폴레옹 3세의 제안으로 오늘날의 고고학 박물관이
되었는데 이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초기 중세시대까지 인류의 기술적 및
예술적 발전상황을 보여준다.

위치: 샬 드 골 광장(Place Charles de Gaulle), 전화: 01 39 10 13 00
개관: 매일 10h-17h, 폐관: 화요일, 12월 25일, 1월 1일, 5월 1일
입장료: 7유로, 할인요금 5.50유로 (임시전시회는 입장료가 오를 수
있음)
무료: 26세이하, 학생, 매월 첫 번째 일요일.

* 상-제르망 교회
상 제르망(Saint Germain)과 상 방상(Saint Vincent)
성인에게 봉헌된 작은 기도원이 있던 장소에 지어진
현재의 교회는 1827년에 축성되었다. 이 교회에는
교회건축시 땅속에서 발견된 14세초의 성모자상
(Notre-Dame de Bon Retour), 루이 14세가 제공한
바로크식 설교대, 영국왕 제임스 2세(1633-1701)의
묘가 있다. 루이 14세의 사촌인 제임스 2세 영국왕은
명예혁명으로 망명하여 이곳 샤토-뷰에서 살다가
1701년에 죽었다.

위치: 궁전 앞의 샬 드 골 광장(Place Charles de Gaulle)
시간: 매일 9-20시, 월: 9-17시
입구: 샬 드 골 광장에서 들어가는 정면의 입구가 닫혀있으면
사제관의 안뜰에 있는 측면 계단으로 교회에 들어 갈 수 있다.

* 클로드 드뷔시 생가
관광 안내소가 있는 곳은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1862-1918)가 태어난
건물이다.

건물의

2층에

있는 박물관에는 드뷔시의
개인

물건,

초상화,

악보

등이 전시되어 있다. 3층의
음악당(l’Auditorium)에서는
월 1회 연주회가 개최된다
(예약과

입장료는

관광

안내소에 문의).

주소: 38 rue au Pain, 전화: 01 30 87 20 63
개관: 수~금: 14-18, 토: 15-19, 일: 15-18, 하계 7.15~8.19: 토,
일요일만, 폐관: 공휴일
입장료: 5유로, 할인요금 3유로,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무료(특별행사는
유료)

* 뽈, 앙드레 베라 전시장
장식전문가와 정원이론가인 앙드레와 뽈 베라 형제는 아르 데코(Arts deco)
분야의 중요한 예술인이다. 그들이 30년간 살았던 이 곳은 1968년에 상제르망-앙-레에 기증되었다. 베라 전시장은 두 사람의 작품과 수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지역예술인들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2 rue Henri IV, 전화: 01 30 87 20 63
개장: 수-금, 14-19시
토-일 15-19시, 폐장: 휴일
무료 입장

* 신 시장 광장
시장이

열린

이

광장은

1776년

이전에 묘지였던 자리에 조성되었고
묘지는 다른 곳(Rue Désoyer)으로
이전되었다.

광장에는

19세기초에

지어진 아케이드 스타일의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시장은 수, 금, 일요일 오전에 열리고 있다.

* 모리스 드니 도립 박물관
모리스 드니 박물관은 원래 17세기말에 루이 14세의 애첩인 마담 몽테스빵
(Mme de Montespan)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운 병원 건물이었다. 화가
모리스 드니(1870-1943)가 1914년에 건물을 인수하였고 그의 주요 작품들이
주로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그의 작품 외 현대미술에 영향을 준 상징주의와
나비파 화가들의 중요한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주소: 2 bis, rue Maurice Denis, 전화: 01 39 07 87 87
개관: 화-금 10-12:30분 / 14-17:30분, 토, 일, 휴일은 18:30
분까지
폐관: 12월 25일, 1월 1일, 5월 1일
입장료: 4.5유로, 할인요금 2.5유로
무료: 26세 이하, 학생, 매 월 첫 번째 일요일

상-제르망-앙-레 시내 관광

산책코스 시간: 1시간 30분 정도
출발: 클로드 드뷔시 생가 앞

1. 출발: 클로드 드뷔시 생가 앞
주소: 38 rue au Pain
유명한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 생가(유료 입장)의 안뜰에서 앞 뒤 건물을
연결하는 나무로 된 멋진 난간을 볼 수 있다. 17세기말에 만들어진 이런
난간은 상-제르망-앙-레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계단을 통해 2층에 올라가면 클로드 드뷔시 박물관이 있다.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는 1862년 8월 22일 이 건물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보잘것없는 1층 아파트에 살면서
그릇과 도자기 가게를 운영했다. 2층과 3층에는 다른
가족들이 살았었다.
시내 관광을 시작하기 위해 생가 건물의 오른쪽 길로 간다.

2. Rue de la Salle
16-17세기 도시 관리관들을 말하는 ‘라 살’(la Salle)들을 위해 1640년부터
거리 이름을 ‘라살 거리’(Rue de la Salle)라고 불렸다. 또한 이 길에 주민들이
모이는 회관(la Salle)이 있었다.
16번지: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집인데 정면은 복원공사가
된 모습이다. 나무로 된 벽면은 전형적인 중세 말기의
스타일이다.
18번지: ‘빌러루아 총사령관 저택’(Hôtel des Maréchaux de
Villeroy)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루이 14세의 가정교사였던
니콜라 드 뇌빌(Nicolas de Neuville) 집이었다. 그의 아들
프랑수아(François)는 루이 15세의 교사였다.

3. Rue du Vieil Abreuvoir
이 길은 16세기에 궁전 건너편의 길 입구에 말들이 물을 마시는 곳인 ‘
아브뢰부아’(Abreuvoir)가 있던 곳이라서 ‘오래된 아브뢰부아 거리’(Rue du
Vieil Abreuvoir)라고 불린다. 이곳 아브뢰부아는 마차들의
통행을 위해 18세기에 철거되었다.
24번지: Hôtel ‘Des la Feuillade’. 퍼이야드 공작(Duc de
la Feuillade)의 저택이다. 루이 14세의 최측근 시종이었던
퍼이야드 공작은 파리시내에 ‘승리의 광장’(Place des
Victoires)을 조성하고 중앙에 루이 14세 동상을 세웠던
인물이다.

23번지: Hôtel de la Marquise de Maintenon. 망트농 후작부인의 저택이다.
루이 14세 애첩이었다가 두 번째 부인이 된 망트농이 1680년에 이 집을
구입했다. 철로 된 웅장한 발코니는 1880년에 설치된 것이다.
22번지: Hôtel de Montausier. 루이 14세 큰아들의 가정교사였단 몽토지에흐
공작(1610-1690)의

저택이다.

훗날

총사령관이

되는

리요테이(Hubert Lyautey, 1854-1934) 대위도 1887-1891
년 기간에 이 집에서 살았다.

4. Rue des Coches
승합마차들이 출발한 장소였던 이 거리는 1700년부터 ‘
마차들의 거리’(Rue des Coches)로 불렸다. 이곳에서 파리,
베르사이유 등 주변도시로 가는 승합마차들이 출발했다.
17번지: Hôtel de Guise. 이 저택은 로렌지방의 앙리 2세(Henri II de Lorraine)
공작의 소유였다. 상-제르망-앙-레의 유명한 오르간 연주가 알베흐 알랑
(Albet Alain, 1880-1971)이 이 집에서 태어났다.

5. Rue des Vieilles Boucheries
중세 시대부터 17세기까지 고기 시장이 열렸던 곳이라서
‘오래된 정육점 거리’(Rue des Vielles Boucheries)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거리는 고기 도둑을 막기 위해 밤에는
철문으로 길을 막았다고 한다.

6. Cour Larcher
라흐쉐 안뜰(Cour Larcher)은 ‘rue de Paris’ 거리의 40
과 42번지 사이에 위치한다. 이곳의 이름은 13세기 필립
오규스트 왕의 궁수인 레노 라흐쉐(Regnault Larcher)
에서 유래한다. 그는 이곳에 가난한 사람, 성지순례자, 여행자들을 돌보는
진료소인 ‘하느님의 집’(Maison Dieu)을 운영했다.

7. Allée des Récollets
이

골목은

성

프란체스코회

소속인

원시회칙파(les

Récollets) 수도원이 있던 곳이다. 원시회칙(原始會則)
파 수도사들은 앙리 2세(1519-1559)와 왕비 카트린 드
메디시스(1519-1589)의 보호를 받았다.

8. Rue Voltaire
1729년 상-제르망-앙-레에서 2개월간 살았던 계몽주의

찰학자 봍테르(Voltaire, 1694-1778)를 기리기 위해 이 거리 이름이 볼테르
거리가 되었다.
2~6번지: Hôtel de Fieubet. 루이 14세의 자문관인
가스파흐 드 피외베(Gaspard de Fieubet)가 1670년에
구입하여 확대 및 미화공사를 했다. 이 건물은 19세기에
개축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옆의 8번지 건물은 아직 18세기
건물 상태로 있다.

9. Rue Saint-Pierre
19번지: Hôtel de Folard. 18세기 기사의 집이다. 문 왼쪽에
센 강에서 65.838미터라고 적혀있는 표식이 있는데 윗부분에 왕관과 왕실
유모차가 그려져 있다. 성 베드로 광장(Place Saint-Pierre)의 콜베흐 분수
(Fontaine Colbert)는 원래 궁전 앞에 있던 것인데 1988년
RER 역이 들어서면서 해체되었다가 복원 작업을 거친 후
1989년 이곳으로 옮겨졌다.

10. Rue Du Gast
1700년부터 불려진 이 거리 이름은 한 귀족의 성에서
유래한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앙리 4세 시절 공증인이었고
다른 한 가족은 루이 14세때 산림 담당관인 ‘갸르드
망토’(Garde Manteau) 였다.
6번지: 1층 정면의 벽감에 상-크리스토프(Saint-Christophe)
성인 상이 있다. 맞은 편의 철문으로 크레규 저택(Hôtel de
Créquy)의 정원이 보인다. 정원의 입구는 ‘rue de Paris’
거리 10-12번지 사이에 있다. 17세기에 지어진 크레큐
저택은 18세기에 확장공사를 거쳤고 1979에 보수공사를
했다.

11. Rue du Vieux-Marché
프랑수아 1세 시절인 1526년부터 이곳에 시장이 열렸던
곳이어서 길 이름이 ‘구 시장 거리’(Rue du Vieux-Marché)이다. 18세기말에
시장은 ‘rue de Pologne’ 과 ‘rue de Poissy’ 거리 사이에 있는 ‘Place du
Marché Neuf’(신 시장 광장)으로 옮겨졌다.

12. Rue des Louviers
‘루비에흐’(louviers)라는 말은 여러가지 뜻이 있다. 늑대사냥을 담당한

궁중 관리인 ‘루브티에흐’(louvetier)를 의미하거나 또는 노르망디의 도시
‘루비에흐’(Louviers)에서 생산된 면직물을 파는 상인을
뜻하기도 한다.
15번지: L’Institut Saint-Thomas-de-Villeneuve. 1698년에
개교한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이다. 34번지
막다른 골목(impasse des Louviers) 끝에 있는 건물 1층
정면의 벽감에는 베드로 성인 조각상이 있다.

13. Rue des Ecuyers
1618년부터 붙여진 거리이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마부들과 함께 상-제르망-앙-레에 살았던 여러 기사들과
관련이 있다. 학교 맞은 편 건물에 상-제르망-앙-레 도시의
문장이 붙여 있다. 문장은 푸른 바탕에 금색의 요람과
백합꽃 문양이 그려져 있다. 아래에 적혀진 1638년 9월 5
일은 이 곳에서 태어난 루이 14세를 상기하게 한다.

14. Rue de la République
11번지: La chapelle de l’Institut Saint-Thomas-deVilleneuve. 12번에서 언급한 교육기관의 예배당이다.
입구에 1788년에 지어진 이오니아식 4개의 열주 기둥이
있다.
24-26번지: Hôtel d’Henri d’Orléans. ‘오를레앙의 앙리 2
세’(Henri II d’Orléans)의 저택이다. 롱그빌 공작(Duc de
Longueville)인 그는 그랑 콩데(Grand Condé)와 콩티 왕자
(Prince de Conti)의 누나이면서 17세기의 미인으로 알려진
안-즈네비에브 드 부르봉(Anne-Geneviève de Bourbon)
과 두 번째로 결혼했다. 이 건물은 19세기에 완전히
개축되었다.
27번지: 18세기 건물이 지어진 이후 그대로 있다. 창문의
발코니는 루이 15세 시절의 형태이다.

15. Rue de Pontoise
16번지: 시청. 18세기에 지어진 호쉬푸코 저택(Hôtel
de la Rochefoucauld)에 1842년에 상-제르망-앙-레
시청이 들어섰다.

16- Rue d’Alsace
11번지: Hôtel de Noailles. 건축가 줄 아두앙-망사르
(Jules Hardouin-Mansart)가 지은 화려한 이 건물은
대혁명 때까지 이 도시를 지배한 3명의 노아이 공작
(Duc de Noailles)의 집이다. 모짜르트가 연주를 위해
1778년 8월 이곳에 머물렀다.

참고:
여름철에 관광사무소는 노아이 저택(Hôtel de Noailles)을
소개하는 가이드 투어를 개최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
확인: www.saintgermainenlaye-tourisme.fr

17- Rue Roger de Nézot
프로이센의 프랑스 점령시기(1870-71)에 상-제르망앙-레의 시의원인 로제 드 네조(Roger de Nézot)의
이름이 붙여진 거리이다.
9번지: Hôtel de Bontemps. 17세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루이 14세의 수석 시종장을 한 알렉상드흐
봉탕(Alexandre Bontemps)의 저택이다.

18-Place Charles de Gaulle
샬 드 골 광장에서 오늘날 국립고고학 박물관이 있는
샤토-뷰(Château-Vieux) 궁전, 국립공원인 정원, 6
개의 이오니아식 열주가 있는 상-제르망
교회가 보인다.
이곳들도 꼭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상 제르망 센 강 지역 도시간 공동 관광 안내소

주소: Jardin des arts, 3 rue Henri IV
전화: 01 30 87 20 63
info@seine-saintgermain.fr
www.seine-saintgermain.fr

성수기: 5월 2일 ~ 9월 30일
월: 14-18시
화-금; 10-13시 / 14-18시
토: 10-18시
일/휴일: 9-13시

비수기: 10월 1일 ~ 5월 1일
화-금: 10:30-13시 / 14-17:30
토: 10:30-18시
일, 월, 휴일: 휴무

주민과 함께하는 시내 관광
상-제르망-앙-레에 사는 주민이 시내 관광을 안내하는
그리터스(Greeters) 프로그램이다. 그린터스 회원과 함께
29명의 왕이 살았던 이 도시를 2시간 정도 알찬 무료
산책코스를 즐길 수 있다. 장애자도 불편이 없는 코스이다.
www.saintgermainenlayegreeters.fr
에 연결하세요!
Zevisit 사이트를 통해 시내 여섯 군데의 설명을 영어 또는 불어로
들을 수 있다: 궁전(Château), 신시장 광장(place du MarchéNeuf), 국립공원(Domaine national et forêt), 마담 망트농 저택
(hôtel particulier de Mme de Maintenon), 클로드 드뷔시 생가
(Maison natale Claude Debussy), 모리스 드니 박물관(Musée
départemental Maurice Denis).
단체와 사업 서비스
협회, 기업에서 고객과 협력기관을 위한 야외 모임을 준비하거나 친구들과의 모임,
학생 단체의 나들이를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광 안내소에서는 당신들의 행사를
준비하고 당신의 그룹에 적합한 여가 활동을 제안해 드립니다: 가이드 투어, 산책,
보물찾기, 요리교실 등.
연락: Mélanie LACROIX, 01 30 87 20 51 / melanie.lacroix@saintgermainenlaye.fr
Traducteur: M. CHOI, Won-B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