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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도시, 파리는 모든 타입의 체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숙박 

형태를 구비하고 있다. 매달 새롭게 오픈 하는 호텔과 전체적인 리노베이션을 시도하는 

호텔 등, 파리의 호텔은 고객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한다. 

유행을 창조하는 도시, 문화 도시, 역사 도시, 꿈의 도시와 같은 수 많은 수식어를 지닌 

파리의 숙박 시설은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500 곳의 인가된 호텔, 80 000 개 이상의 룸(110 000 개의 객실-파리 외곽 포함), 

60 곳의 관광 레지던스, 1 곳의 캠핑장, 35 곳의 청소년을 위한 숙박 센터 등   

파리는 숙박 규모로 평가 했을 때,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를 지닌다.   

 

새로운 장소: 파리는 변화하며, 새롭게 거듭 난다!  

> 새롭고, 아름답다!  

새롭게 부각되는 지역, 파리지엥의 라이프 스타일이 묻어나는 인테리어와 디자인, 문화에 

대한 존경심, 편안함, 휴식, 세심한 서비스. 파리의 호텔들은 특유의 상상력을 동원해 

고객들의 감탄사를 절로 불러 일으킨다.  

 

파리의 숙박 시설은 새롭다. 파리에서의 체류가 더욱 만족스럽고 편안할 수 있도록 

고객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리츠파리(Ritz Paris)호텔은 1898 년부터 전 층에 전기를 제공한 

파리의 첫 호텔이다. 이곳에 묵었던 인물들(콜레트, 피츠제럴드, 장 콕토, 코코 샤넬 

등)만큼이나 높은 명성을 갖고 있는 리츠파리호텔은 오래된 역사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 단장을 해야 했다. 방돔 광장(Place Vendôme)에 잠들어 있던 아름다운 

이 곳은 4 년의 대대적인 공사 끝에 2016 년 6 월, 다시 깨어났다.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리츠파리의 정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속에 현대적인 고풍스러움이 충분히 녹아 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리츠파리호텔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19 세기의 미를 느낄 수 있는 호텔 몽주(Hôtel 

Monge)는 라탱지구(Quartier Latin)에 위치해 있는 부띠끄 호텔이다. 이 곳은 1876 년에 

지어진 오스만 양식의 외관을 새롭게 단장한 뒤 올해 재오픈 했다. 파리식물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동식물을 모티브로한 벽지, 석판화, 기념품들은 30 개의 객실에 독특함을 

더해준다.  

 생제르맹데프레(Saint-Germain-des-Prés)에 위치한 몬타렘버트(Le Montalembert) 

호텔은 '부띠끄 호텔'의 컨셉을 탄생시킨 호텔 중 하나이다. 이곳은 얼마 전, 비교적 

작은규모였던 호텔의 인테리어와 호텔 가까이에 위치한 갈리마르(Gallimard)출판사의 

작가들이 애용하던 호텔의 바를 완전히 탈바꿈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파스칼 

알라망(Pascal Allaman)이 리노베이션을 맡아 뛰어난 목재, 청동 제품과 겨자색, 진한 

청록색, 검은색, 회색이 교묘하게 조화된 침구류와 가구를 사용하며 90 년 넘은 5 성급 

호텔의 명성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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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Maranatha)그룹은 사우스 피갈(South-Pigalle)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객실 

34 개짜리의 4 성급 호텔 트리니테 오스만(Hôtel Trinité Haussmann)을 리노베이션 

시켰다. 흰 벽면과 몰딩, 대리석과 마루가 부드럽고 깔끔한 선을 가진 세련된 가구들과 

조화를 이루며 파리 주거공간의 클래식한 느낌을 한껏 살렸다.  

 반면, 골든 튤립 베르시 가르 드 리옹 209(Le Golden Tulip Bercy Gare de Lyon 

209)는 선명한 색과 팝아트적인 분위기를 내세우며 새 단장을 마쳤다. 12 구 리옹 

역(Gare de Lyon)과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이 호텔은 'playful business'의 컨셉으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출장 차 방문한 이들에게도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며 3 성에서 

4 성으로 등급이 상승했다. 이 외에도, 마들렌느(Madelaine) 역에서 가까운 

부다바(lBuddha-Bar)가 스위트룸을 4 개 늘렸으며,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몽오텔 

라운지&스파(MonHotel Lounge & Spa)는 50 개의 객실을 추가하여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또한, 개선문 근처에 자리 잡은 호텔 뒤 컬렉셔뉴르(Hôtel du Collectionneur)는 

7 개의 홀을 보수하고 확장하여 600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하였고 호텔 

바리에르 르 푸케츠 파리(Hôtel Barrière Le Fouquet’s Paris)는 2016 년말에 대규모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작해 2017 년 여름까지 호텔과 스파가 임시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번 리노베이션을 시작으로 샹젤리제 거리를 뷰로 한 객실 19 개가 추가되며 약 

100 개의 객실을 가진 호텔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보게 될 2018 년호를 

기대해도 좋다.  

 

Hôtel du Collectionneur 51-57 rue de Courcelles, Paris 8e – M° Courcelles, RER Charles-
de-Gaulle-Étoile – www.hotelducollectionneur.com 
Hôtel Montalembert 3 rue Montalembert, Paris 7e – M°Rue du Bac - www.hotel-
montalembert.fr 
Hôtel Ritz Paris 15 place Vendôme, Paris 1er - M° Opéra - www.ritzparis.com 
Hôtel Trinité Haussmann 41 rue Jean-Baptiste Pigalle – M° Saint-Georges - Paris 9e - 
www.maranathahotels.com 
Golden Tulip Gare de Lyon 209 209/211 Rue de Charenton, Paris 12e – M° Dugommier - 
www.goldentulipgaredelyon209.com 
MonHôtel Lounge & Spa 1 rue d’Argentine, Paris 16e – M° Argentine, RER Charles-de-
Gaulle-Étoile – www.monhotel.fr 
Le Buddha-Bar Hôtel 4 rue d'Anjou, Paris 8e - M° Madeleine - 
www.buddhabarhotelparis.com 
Hôtel Barrière Le Fouquet’s Paris – 46 avenue George V, Paris 8e – M° George V - 

https://www.hotelsbarriere.com/fr/paris/hotel-fouquets.html 

 

최근 오픈한 호텔 

인테리어, 편안함, 서비스로 벌써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파리 곳곳에 위치하며, 이 

곳을 찾는 고객들에게 파리만이 제공 할 수 있는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2016 년, 호텔업계에서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이끈 소식 중 하나는 단연 놀린스키 

호텔(Nolinski Hotel)의 오픈 소식이다. EVOK 그룹에서 선보인 이 호텔은 오페라 

가르니에(l'Opéra Garnier)에서 불과 1km 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5 성급 호텔로 54 개의 객실, 길이 16m 의 수영장이 구비된 스파, 고급 레스토랑과 함께, 

오페라 거리에 위치한 프렌치 스타일의 브라세리 르 레잔(Le Réjane)을 이용할 수 있다. 

http://www.hotel-montalembert.fr/
http://www.hotel-montalembert.fr/
http://www.ritzparis.com/
http://www.maranathahotels.com/
http://www.monhote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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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는 실내 건축가 장 루이 드니오(Jean-Louis Deniot)가 구상해 아르데코(art déco) 

스타일을 우아하고 정교하게 현대식으로 재해석했다. 그러니 호텔이 오픈한 첫해부터 

패션위크 주간에 전 객실이 예약되어 있었다고 해도 놀랍지 않아 보인다. 이 외에도 

패션피플들의 취향을 만족 시킨 또 다른 호텔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바로 

생마르크(Saint-Marc)호텔이다. 파리 오페라 코믹극장(Opéra-Comique) 맞은편에 

위치한 이 곳의 내부에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유명한 디모르 스튜디오의 손길이 

닿아있다. 이태리 출신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스튜디오로, 1950 년도의 빈티지스러운 

멋을 파리와 밀라노 식으로 조화롭게 녹여냈다.  

 르 스퀘어 루부아(Le Square Louvois)호텔의 매력은 정제된 미와 고풍스러움에 있다. 

역사가 깊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은 이 호텔은 Bourse 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호텔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들은 하나같이 고급스럽다. 아치형의 지하실은 또 다른 

매력인 안락함을 선사한다. 

 파리의 중심에 새롭게 문을 연 르로슈 호텔&스파(Le Roch Hotel & Spa)의 

인테리어에도 많은 정성이 들어갔다. '파리지엥 스타일'을 추구하는 실내 건축가 사라 

라부안(Sarah Lavoine, Compagnie de Bagatelle 소속)이 튈르리 정원과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위치한 이 5 성급 호텔의 내부 디자인을 담당하며 재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카라라산 대리석과 호두나무 목재를 벽면과 마루판에 사용하였고, 

까시나(Cassina)와 같은 명품가구들을 배치해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메리어트 그룹은 젊고 트렌드한 지역으로 통하고 있는 레퓌블리크 광장과 생마르탱 운하 

근처에 위치한 9 층짜리 오래된 사무실 건물에 투자해 2016 년, 르네상스 파리 

레퓌블리크 호텔(Renaissance Paris République Hotel)의 문을 열었다. 이 5 성급 

호텔에는 121 개의 객실과 레스토랑이 있으며, 디디에 고메즈(Didier Gomez)가 고안한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이곳과 전혀 다른 분위기와 장소의 지역에는 파리의 첫 

수상호텔, 오프 파리 센(OFF Paris Seine)호텔이 자리하고 있다. 커다란 쌍동선을 

베이스로 해서 지은 이 4 성급호텔은 13 구 오스텔리츠 역(Gare d'Austerlitz) 근처에 

위치해 있다. 58 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밤이면 아름다운 불빛을 

비추는 호텔의 칵테일 라운지 바는 작은 못이 있는 테라스를 전망으로 갖고 있어 마치 

센강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오프 파리 센호텔은 By Elegancia 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2016 년, 새롭게 단장한 레알(Les Halles) 지역에 스노브 

호텔(Le Snob Hotel)과 7 구에 18 세기 서재를 컨셉으로 한 라 꽁떼쓰(La 

Comtesse)호텔 두 곳을 추가로 오픈했다.  

 에펠탑을 객실 전망으로 두고 있는 라 꽁떼쓰 호텔을 본따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호텔, 

르 나르시스 블랑 호텔&스파(Le Narcisse Blanc Hôtel & Spa)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카리타(Carita) 수영장과 스파가 구비되어 있는 이 럭셔리한 호텔에는 벨에포크 시대 

유명 무용수였던 클레오 드 메로드(Cléo de Mérode)를 기념하기 위한 인테리어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센강 저 건너편, 샹젤리제 거리와 가까운 장소엔 

아마스탕 파리(Amastan Paris) 호텔이 문을 열어 조용하고 정제된 분위기의 호텔이 

파리에 하나 추가 되었다. 이 호텔은 24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부띠끄 호텔로 

수영장과 스파가 있으며 인테리어는 젊은 감각의 프랑스 인테리어 스튜디오 NOCC 가 

맡았다. 맞춤 제작으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가구들은 현대예술과 잘 조화된 모습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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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호텔인 라 샹브르 뒤 마레(La Chambre du Marais)호텔은 객실 

19 개의 4 성급 호텔이다. 쇼핑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 마레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정교한 멋을 갖고 있는 이 곳은 까다로운 고객마저 만족 시키는 관리실과 샴페인 

바를 소유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고급 호텔을 찾는다면 센강과 레알(Les Halles)사이에 위치한 퐁눼프(Pont 

Neuf)다리와 멀지 않은 곳에 2016 년 말에 오픈한 라 메종 알바르 호텔 파리 셀린(La 

Maison Albar Hotel Paris Céline)이 문을 열었다. 이 5 성급 호텔(중불기업인 Albar 

Hotel Collection 이 파리에 두번째로 오픈한 호텔)은 파리 전체가 내다보이는 전망과 

생크몽드(Cinq Mondes) 스파, 가족 요식기업인 Rostang Père et Filles 가 운영하는 

'도시형 주막' 컨셉의 레스토랑을 제공한다.  

 

 
 

Amastan Paris Hotel 34 rue Jean Mermoz, Paris 8e, M° Miromesnil - amastanparis.com 
Hôtel La Comtesse 29 avenue de Tourville, Paris 7e - M° - comtesse-hotel.com 
Hôtel Saint-Marc 36 rue Saint-Marc, Paris 2e, M° Richelieu-Drouot -
www.hotelsaintmarc.com 
Hôtel Square Louvois 12 rue Louvois, Paris 2e - M° Quatre-Septembre - www.hotel-
louvois-paris.com 
La Chambre du Marais 87 rue des Archives, Paris 3 e - M° Temple -  
lachambredumarais.com 
Le Roch Hotel & Spa 28 rue Saint-Roch, Paris 1er - M° Pyramides - www.leroch-
hotel.com  
Le Narcisse Blanc Hotel & Spa19 boulevard de la Tour-Maubourg, Paris 7e – M° 
Invalides - www.lenarcisseblanc.com 
Maison Albar Hotel Paris Céline 23/25 rue du Pont Neuf, Paris 1er - M° Pont-Neuf - 
www.maison-albar-hotel-paris-celine.com 
Nolinski Hotel 16 avenue de l’Opéra, Paris 2e – M° Pyramides – www.nolinskiparis.com 
OFF Paris Seine 20-22 Port d'Austerlitz, Paris 13e - M° Gare d'Austerlitz - 
offparisseine.com 
Renaissance Paris République Hotel 40 rue René Boulanger, Paris 10e – M° République 
- www.marriott.fr 
Snob Hotel 84/86 rue Saint Denis, Paris 1er - M° Etienne-Marcel - snobhotelparis.com 

 

오픈을 준비 중인 호텔 

오픈이 매우 기다려지는 파리의 호텔들을 소개한다. 공들여 신중하게 준비되고 있는 

장소들이다. 

 

 몇 년에 걸친 공사 끝에, 르 크리용(Le Crillon) 호텔이 다시 한번 문을 연다. 기념비적인 

18 세기 건물에는 125 개의 객실과 스위트 룸, 스파, 수영장, 와인 저장고와 시음 공간 

http://www.hotelsaintmarc.com/
http://www.hotel-louvois-paris.com/
http://www.hotel-louvois-paris.com/
http://nolinskiparis.com/
http://www.marriott.fr/hotels/travel/parpr-renaissance-paris-republique-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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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구비될 예정이며, 콩코드 광장에 위치한 전설적인 장소의 재개관은 2017 년 초로 

예정 되어있다. 좌안의 르 루테시아(Le Lutetia)는 전체적인 보수 공사를 위해 문을 

닫았다. 아르 누보 스타일의 호텔은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장-미셸 빌모트(Jean-Michel 

Wilmotte)가 리노베이션을 담당했다.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인테리어와 건물 외관은 

최대한 보존 하는 가운데 호텔 객실 수를 줄이고, 브라세리 면적을 넓히는 컨셉으로 진행 

될 공사는 5 성 등급을 목표로 고급스러움을 지향한다. 오픈 예정은 2017 년 하반기이다 

2017 년 2 월, 파리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장소를 탄생 시킬 예정이다. 그곳은 바로 호텔 

MOB. 객실 300 개짜리 호텔로, 생-뚜앙 벼룩시장(Puces de Saint-Ouen)에 들어선다. 

마마셸터의 공동 창설자인 Cyril Aouizerate 가 기획한 프로젝트로 문화와 정신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현대적이면서도 도시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채식주의 요리, 벽난로가 

있는 라운지, 유기농 텃밭 그리고 대형 서점과 미디어테크 등의 편의시설이 호텔 고객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방 된다.  

 2017 년 초, 센강 근처에 위치해 있는 보그르넬(Beaugrenelle, 15 구)지구에 디자이너 

오라 이토(Ora Ito)가 구상한 유마(Yooma)호텔이 문을 열 예정이다. 객실은 2 인, 4 인, 

6 인용까지 선택권이 다양하며, 이용객들은 레스토랑, 옥상 위 대형 텃밭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리•정원 꾸미기•예술 아뜰리에를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  

 위 두 호텔과 같은 맥락에서, EVOK 그룹은 필립 스탁(Philippe Starck)에게 의뢰해 16 구 

퐁프 거리(rue de la Pompe)에 위치한 오래된 우편물 분류소를 개조해 호텔을 짓는다. 

5 성급 호텔인 브라슈(Brach)호텔은 2018 년 초에 문을 열 예정이다. 외부로도 열린 

공간을 갖출 호텔의 개관 소식은 이 지역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규모 500m2 로 옥상에 구비될 채소밭은 호텔 셰프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이웃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방문 할 수 있는 오픈 공간이 될 것이다.   

 2017 년 초에 오픈할 밥 호텔(BOB Hotel by Elegancia)은 몽파르나스 타워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아 출장 온 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의 

첫 '비즈니스 엔터네이먼트 호텔'은 혼자 혹은 여럿이 일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공간이 여러 개 마련 될 예정이다.  

 몽파르나스역과 밀접해 있는 또 다른 곳에 힐튼 그룹이 처음으로 프랑스에 호텔 쿠리오 

바이 힐튼(Hôtel Curio by Hilton) 컬렉션을 진출 시킨다.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에 

54 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이 자리잡을 예정이다. 프랑스 특유의 엘레강스한 분위기가 

쿠리오 호텔의 인테리어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새로운 

호텔은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1 인용 객실을 다수 준비할 것이다. 또한, 힐튼 그룹은 

마들렌느(8 구)에 위치해 있던 옛 아스토르 생-또노레(Astor Saint-Honoré)호텔을 

인수해 2017 년에 재오픈할 예정이다. 

 떠오르는 프랑스 호텔 기업인 오코 호텔(OKKO Hotel)은 포르드-드-세브르(Porte de 

Sèvres)역에 건축가 장-미셸 빌모트(Jean-Michel Wilmotte)와 디자이너 파트릭 

노르게(Patrick Norguet)가 함께 참여한 파리의 첫 호텔을 오픈 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9 년이 오기 전에 오코 호텔은 그들이 밀고 있는 'all in 4 성 호텔'을 컨셉으로 한 호텔 

두 군데(몽파르나스 역과 파리 동역 근처) 더 오픈한다.  

 또 다른 호텔의 오픈 소식이 기대를 사고 있다. 바로 트렌디한 바와 클럽으로 유명한 

익스프리멘탈 그룹(Experimental Group)이 두 번째 호텔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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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르(Martyrs)거리에 위치한 그랑 호텔 피갈(Grand Hôtel Pigalle)에 이어 그랑 

블루바르(Grands Boulevards)지구에 또 다른 호텔이 2017 년에 오픈 할 예정이며 

60 여개의 객실, 식물로 뒤덮인 지붕과 야외 스포츠 공간이 제공 될 것이다.  

 오픈이 기다려지지만 조금 더 참아야하는 호텔도 있다. 럭셔리 그룹 LVMH 가 인수 한 

라 사마리텐(La Samaritaine)은 새로운 호텔 르 슈발 블랑(Le Cheval Blanc)으로 2018 년 

오픈 예정에 있다. 또한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또 다른 상징적인 건물에 자리한 라 

포스트 성트랄 뒤 루브르(La Poste centrale du Louvre)도 80 개의 호텔 객실(Elegancia 

Hotels)과 아파트, 사무실이 마련 된 고급 호텔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리도 

2018 년에는 포숑(Fauchon)의 첫 호텔이 마들렌느 광장에 위치한 자사 고급 식료품점 

옆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호텔사업을 통해 프랑스의 살아가는 멋을 알리기 위한 

포숑만의 또 다른 방식일 것이다.  

 

 
 
 
 
 
 
 
 
 
 
 

BOB Hotel 30 rue Pernéty, Paris 14e – M°Pernéty - elegancia-hotels.com 
Brach 37/39 rue de la Pompe, Paris 16e  - M° Rue de la Pompe - 
evokhotels.com/property/ruedelapompeproject 
Hôtel Curio by Hilton 4 rue Nièpce, Paris 14e – M° Pernéty - www.hiltonhotels.com 
Hotel Fauchon 11 place de la Madeleine, Paris 8e - M° Madeleine - www.fauchon.com 
Le Crillon 10 place de la Concorde, Paris 8e - M° Concorde - www.crillon.com 
Lutetia 45 boulevard Raspail, Paris 6e - M° Sèvres-Babylone 
MOB Hotel rue Gambetta/rue des Rosiers, Saint-Ouen - www.mobhotel.com 
OKKO Hotel Porte de Sèvres 8-12 rue Louis Armand, Paris 15e - M° Suzanne Lenglen - 
www.okkohotels.com 

Yooma Hotel 51 quai de Grenelle, Paris 15e - M° Bir Hakeim - www.yooma-hotel.com 

 

 

> 다양한 가격! 

 파리는 다양한 가격대의 호텔을 제공해 전 고객층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모든 호텔들은 뛰어난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인정 받고 있다. 또한, 새로이 분류된 

1 성부터 5 성까지의 호텔들은 프랑스 고객과 관광객들이 국제 기준에 맞춰 객관적으로 

호텔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  

 

> 저렴한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숙박 선택이 가능한 파리 

파리에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숙박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도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1 성급 호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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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0-80 유로, 2 성급의 경우 80-120 유로 정도에 숙박이 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의 

일반 룸 평균 가격은 80 - 90 유로 이다. 

파리 최신 유행 경향: 최근 오픈 하고 있는 기본 등급의 호텔들은 보다 현대적 디자인이 

접목된 인테리어에 최신 서비스(와이파이, 조식 포장 서비스, 선택적인 서비스 제공 등)를 

접목시키고 있다. 가격 또한 합리적이다(100-120 유로).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룸의 

크기와 호텔의 위치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몽파르나스와 

바스티유/나시옹(Bastille/Nation)처럼 중심지역은 아니지만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자리잡은 호텔들이 그 예이다.   

www.parisinfo.com 

 

> 중간 가격: 폭넓은 선택이 가능한 파리 

중간 가격의 호텔 등급일 경우 가격 대비 만족 할 만한 서비스와 시설을 경험 할 수 있다. 

위치, 가격,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큰 장점을 지닌 3 성과 4 성 호텔들이 파리에 다수 

위치해 있다. 이는 다양한 선택권과 더불어 합리적인 가격대의 호텔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호텔 예약을 원하면 www.parisinfo.com 

 

> 고급 호텔: 프렌치 스타일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파리  

 새로운 호텔 등급 제도가 단행되어 파리의 호텔들은 현대화를 위한 리노베이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리에는 60 여곳 이상의 5 성 호텔들이 있으며,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설을 자랑하는 4 성급 호텔도 다수 위치해있다.  

파리의 럭셔리 호텔들은 각자만의 분위기와 환경으로 고객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며, 모든 곳들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최고의 편의 시설을 제안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대형 호텔부터 작은 규모의 부띠끄 호텔까지 선택의 범위 또한 매우 폭넓다. 게다가 

이제는 더 이상 파리의 가장 값비싼 지역에서만 고급 호텔들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레퓌블리크(République)나 바스티유(Bastille)와 같이 요즘 떠오르고 있는 젊은 

지역에도 고급호텔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두 5 성급 호텔은 르네상스 

파리 레퓌블리크 호텔(Renaissance Paris République Hotel)과 포부르그 생-

앙투완(Faubourg Saint-Antoine)의 역사 깊은 공장 자리에 둥지를 튼 호텔 파리 바스티유 

부테 바이 맥겔러리(Hotel Paris Bastille Boutet by MGallery)이다.  
 

Buddha Bar Hotel Paris 4 rue d’Anjou, Paris 8e – M°Concorde – 
www.buddhabarhotelparis.com  
Grand Hôtel du Palais-Royal 4 rue de Valois, Paris 1er - M° Palais-Royal - 
www.grandhoteldupalaisroyal.com 
Hilton Paris Opéra 108 rue Saint-Lazare, Paris  8e  - M° Saint-Lazare - 
www.hiltonparisoperahotel.com 
Hôtel Banke 20 rue Lafayette, Paris 9e – M° Chaussée-d’Antin, RER Auber – 
www.hotelbanke.com 
Hôtel Bel Ami 11 rue Saint-Benoît, Paris 6e - M° Saint-Germain-des-Prés - 
www.hotelbelami-paris.fr 

Hôtel d'Aubusson 33 rue Dauphine, Paris 6e - M°Odéon - www.hoteldaubusson.com 



→ 보도자료 2017 – 파리관광안내사무소 

 

 
 9 

 

P
A

R
IS

 H
E
B
E
R
G

E
M

E
N

T
 

Hôtel du Collectionneur 51-57 rue de Courcelles, Paris 8e – M° Courcelles, RER Charles-
de-Gaulle-Étoile – www.hotelducollectionneur.com 
Hôtel du Louvre place André-Malraux, Paris 1er – M° Palais-Royal – 
www.hoteldulouvre.com 
Hôtel de Sers 41 avenue Pierre-1er-de-Serbie, Paris 8e – M° George V -  
www.hoteldesers.com 
Hôtel de Vendôme 1 place Vendôme, Paris 1er – M° Concorde– 
www.hoteldevendome.com 
Hôtel Fouquet’s Barrière 46 avenue George-V, Paris 8e – M° George-V, RER Charles-de-
Gaulle-Étoile – www.fouquets-barriere.com 
Hôtel Marignan Paris 12 rue de Marignan, Paris 8e - M° Franklin Roosevelt - 
www.hotelmarignanelyseesparis.com 
Hôtel Montaigne 6 avenue Montaigne, Paris 8e - M° Alma-Marceau - www.montaigne-
hotel.com  
Hôtel Le Belmont 30 rue Bassano, Paris 16e – M° George V – www.belmont-paris-
hotel.com 
Hôtel Le Burgundy 6 rue Duphot, Paris 1er – M° Concorde - www.leburgundy.com 
Hôtel Le Cinq Codet 5 rue Louis Codet Paris 7e – M° Ecole Militaire - 
www.le5codet.com 
Hôtel Le Molitor Paris by Mgallery 13 rue Nungesser et Coli, Paris 16e – M° Porte 
d’Auteuil - www.mgallery.com 
Hotel Paris Bastille Boutet by MGallery 22-24 rue Faidherbe, Paris 11e – M° 
Faidherbe/Chaligny - www.mgallery.com 
Hôtel Prince de Galles 33 avenue George-V, Paris 8e – M° George V – 
www.hotelprincedegalles.fr 
Hôtel Raphaël 17 avenue Kléber, Paris 16e - M° Charles-de-Gaulle-Étoile - 
www.raphael-hotel.com 
Hôtel Renaissance Vendôme 4 rue du Mont-Thabor Paris 1er – M° Tuileries  
www.marriott.fr/hotels/travel/parvd-renaissance-paris-vendome-hotel 
Hôtel Ritz Paris 15 place Vendôme, Paris 1er - M° Opéra - www.ritzparis.com 
Hôtel San Régis 12 rue Jean Goujon, Paris 8e – M° Charles de Gaulle Etoile - 
www.hotel-sanregis.fr 
Hôtel Scribe 1 rue Scribe, Paris 9e – M° Opéra, RER Auber – www.sofitel.com 
Hôtel Vernet 25 rue Vernet, Paris 8e – M° George V – www.hotelvernet.com 
Hôtel W Paris-Opéra 4 rue Meyerbeer, Paris 9e – M° Opéra – www.wparisopera.fr 
InterContinental Le Grand 2 rue Scribe, Paris 9e - M° Opéra - 
parislegrand.intercontinental.com 
Konfidentiel 64 rue de l’Arbre-Sec, Paris 1er – M° Louvre-Rivoli – www.konfidentiel-
paris.com 
Maison Souquet 10 rue de Bruxelles, Paris 9e - M° Blanche - Tel +33 (0)1 48 78 55 55 - 
www.maisonsouquet.com 
L’Hôtel 13 rue des Beaux-Arts, Paris 6e – M° Saint-Germain-des-Prés, RER Saint-Michel – 
www.l-hotel.com  
Le Montalembert 3 rue de Montalembert, Paris 7e – M° Rue du Bac – 
www.hotelmontalembert-paris.com 
Pershing Hall 48 avenue Pierre Charron, Paris 8e - M° George V - www.pershinghall.com 
Saint-James Paris 43 avenue Bugeaud, Paris 16e – M° Porte-Dauphine – www.saint-
james-paris.com 
Sofitel Arc de Triomphe 14 rue Beaujon, Paris 8e - M° Franklin D. Roosevelt – 
www.sofitel.com/Hotel/Paris 
Sofitel Paris Le Faubourg 15 rue Boissy d’Anglas, Paris 8e – M° Concorde - 
www.sofitel.com 

The Westin Paris 3 rue de Castiglione, Paris 1er – M° Tuileries – www.thewestinparis.fr 

 

> 최고급만을 지향하는 팔래스 호텔의 차별화 

http://www.hoteldesers.com/
http://www.montaigne-hotel.com/
http://www.montaigne-hotel.com/
http://www.marriott.fr/hotels/travel/parvd-renaissance-paris-vendome-hotel
http://www.ritzparis.com/
http://www.hotel-sanregis.fr/
http://www.wparisopera.fr/
http://www.konfidentiel-paris.com/
http://www.konfidentiel-paris.com/
http://www.pershinghall.com/
http://www.sofi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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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년부터 생겨난 « 팔래스 등급 

distinction Palace » 제도는 관광 장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평가단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시행된다. 한 명의 심사위원은 지리적 위치, 건물의 

역사적•미적•경제적 가치와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뛰어나다 판단되는 호텔에 별 

5 개까지 부여할 수 있다. 역사적인 가치로 인정받는 10 곳의 호텔은 이미 팔래스로 

지정되었다. 르 브리스톨(le Bristol), 르 포 시즌 호텔 조쥬 쌩끄(le Four Seasons Hôtel 

George-V), 르 모리스(le Meurice), 르 플라자 아테네(le Plaza Athénée), 르 파크 

하얏트 파리 방돔(le Park Hyatt Paris Vendôme), 르 호아얄 몽소(le Royal Monceau), 

르 만다린 오리엔탈(le Mandarin Oriental), 샹그릴라 호텔 파리(Shangri-La Hotel 

Paris)와 2016 년 부터는 페닌슐라 파리(Peninsula Paris)와 라 레제르브(La Réserve)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Four Seasons Hôtel George V 31 avenue George V, Paris 8e – M° George V -
www.fourseasons.com/paris 
La Réserve 3 avenue d'Eylau, Paris 16e – M° Trocadéro - www.lareserve-paris.com 
Le Bristol 112 rue du Faubourg-Saint-Honoré, Paris 8e – M° Miromesnil - 
www.lebristolparis.com 
Le Meurice 228 rue de Rivoli, Paris 1er – M° Tuileries - www.meuricehotel.fr 
Le Plaza Athénée 25 avenue Montaigne, Paris 8e – M° Alma Marceau - www.plaza-
athenee-paris.fr 
Le Royal Monceau Raffles 37 avenue Hoche, Paris 8e – M° Ternes -  
www.leroyalmonceau.com 
Mandarin Oriental Paris 251 rue Saint-Honoré, Paris 1er – M° Concorde -
www.mandarinoriental.fr/paris 
Park Hyatt Paris Vendôme 5 rue de la Paix, Paris 2e – M° Opéra – 
www.paris.vendome.hyatt.fr 
Shangri-La Hotel 10 avenue d’Iéna, Paris 16e – M° Iéna – www.shangri-la.com 
The Peninsula Paris 19 avenue Kléber, Paris 16e – M° Kléber - 

www.paris.peninsula.com 

 

다양한 스타일의 숙박! 

다양한 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파리의 호텔들은 모든 고객들의 취향과 개성을 만족시킨다.  

독립 호텔부터 체인 호텔, 일반 호텔부터 디자인 호텔, 독특한 데코레이션부터 역사적 

가치를 지닌 호텔, 안락함과 편안함을 강조하는 호텔부터 예술적이며 독특한 컨셉의 

호텔까지, 파리에서는 모든 스타일의 숙박이 가능하다.    

 

> 창의적인 호텔: 패션과 디자인 감각을 지닌 호텔 

몇 년 전부터 창작가들과 디자이너들은 호텔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까진 부띠끄 호텔과 구분할 수 있는 큰 차이점은 없지만 디자인 호텔들도 점점 

더 그들만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디자인 호텔은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 최신 기술과 

창의성이 접목된 자재들이 구비된 실내 장식이 특징적이다.  

아래 소개된 호텔들은 어떤 디자이너가 장식했는지 바로 판단이 가능할 만큼 개성이 

강한 장소들이다. 각기 다른 컨셉에 의한 그들의 예술 세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다:  

http://www.lebristolparis.com/
http://www.meuricehotel.fr/
http://www.leroyalmonceau.com/
http://www.mandarinoriental.fr/paris
http://www.paris.vendome.hyatt.fr/
http://www.shangri-la.com/


→ 보도자료 2017 – 파리관광안내사무소 

 

 
 11 

 

P
A

R
IS

 H
E
B
E
R
G

E
M

E
N

T
 

: 자끄 가르시아(Jacques Garcia)의 호텔 코스트(hôtel Costes), 르 푸케’s 

바리에르(Fouquet’s Barrière), 호텔 오데옹 생-제르맹(hôtel Odéon Saint-Germain), 

로텔(L’Hôtel)과 라 메종 수케(La Maison Souquet), 앙드레 퓌망(Andrée Putman)의 퍼싱 

홀(Pershing Hall), 필립 스탁(Philippe Starck)의 모리스(Meurice)일부, 호얄 몽소(Royal 

Monceau)와 마마 쉘터(Mama Shelter)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라크와(Christian Lacroix)는 

호텔 쁘띠 물랭(Petit Moulin), 벨 샤스(Bellechasse), 노트르 담 생-미셸(Notre-Dame 

Saint-Michel), 콩티넝(hôtel du Continent) 호텔과 최근 바스티유 근처의 오래된 

수도원에 자리한 앙뚜안(Antoine)의 내부 디자인을 담당한 클라우디오 콜루치(Claudio 

Colucci)가 빛을 컨셉으로 디자인한 뤼망(Lumen) 호텔, 부뤼노 보리온(Bruno 

Borrione)이 담당한 생 제르망 데 프레의 르 플라시드(le Placide)와 인터컨티넨탈 

몽소(Intercontinental Monceau). 

2011 년, 호화로운 만다린 오리엔탈 오픈 이후 파리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Jean-Michel 

Wilmotte)는 편안한 고급스러움, 세심한 인테리어와 보다 넓은 공간이 인상적인 5 성급 

호텔 르 넬(Le Nell)을 선보였다. 또한, 빌모트는 중앙 정원 설계를 비롯해 루테시아의 

대규모 리노베이션에 참여하고, 여느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가구를 제작할 

예정이다.  

유명한 프랑스 속옷 디자이너 샹탈 토마스(Chantal Thomass)는 7 개의 대죄에 영감을 

얻어 15 구에 위치한 ‘호텔-부두아(hôtel-boudoir)’를 단장했다. 패션 디자이너 올리비에 

라피뒤(Olivier Lapidus)는 우아한 16 구에 패션과 디자인을 메인 컨셉으로 섬세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호텔을 선보였다. 에펠탑 트로카데로와 블로뉴 숲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위치한다. 특별한 상상력이 동원된 독특한 컨셉을 지닌 장소로 평가 받고 있는 

호텔은 벨기에 패션 디자이너 마르탕 마르지엘라(Maison Champs-Élysées)의 라 메종 

샹젤리제(La Maison Champs-Élysées)로 화이트를 주요 색상으로 사용한 5 성급이다. 

57 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는데, 정원과 흡연실은 특히 눈 여겨 볼 만 하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밤비 슬로안(Bambi Sloan)이 직접 디자인한 16 구에 자리잡은 앵글로 색슨 

스타일의 생 제임스 파리(Saint-James Paris) 호텔 또한 고성과 별장 컨셉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는 2016 년 마레에 있는 조보호텔(JoBo hotel)의 인테리어도 맡았다. 

조보호텔은 조세핀 보나파르트(Joséphine Bonaparte, "JoBo")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지은 

호텔이다. 슬로안은 이 작은 규모의 4 성 호텔에 여러개의 거울과 대리석, 표범무늬를 

고전미와 락의 분위기가 동시에 공존하는 24 개의 객실에 사용하며 옛 프랑스 서재의 

컨셉을 재해석했다.  

패션 브랜드 스텔라 카덴테(Stella Cadente)를 탄생시킨 프랑스 디자이너 

스타니슬라시아 클라인(Stanislassia Klein)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의 재능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이다. 그녀는 이미 파리 교외 지역(프로뱅, 

Provins)에 게스트 하우스를, 라탱지구에는 빌라 도방통(Villa Daubenton)이라는 

레지던스를, 마레 보마르쉐(Boulevard Beaumarchais)거리에는 호텔을 오픈했다. 이 

호텔은 그녀가 생각하는 현대 동화를 컨셉으로 하고 있으며 이름은 호텔 

오르이지날(Hôtel ORiginal)이다. 사슴, 작은 새, 구슬비 장식을 찾아 볼 수 있고 벽면이 

나뭇잎으로 뒤덮이기도 한 문학적이고 아기자기한 객실이 이 곳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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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berge Flora 44 boulevard Richard Lenoir Paris 11e – M° Bréguet-Sabin – 
www.aubergeflora.fr 
Hôtel Angely 22 rue du Grand-Prieuré, Paris 11e – M° Oberkampf - 
www.angelyhotelparis.com 
Hôtel Bellechasse 8 rue de Bellechasse, Paris 7e – M° Solferino – 
www.lebellechasse.com  
Hôtel Cadran 10 rue du Champ de Mars, Paris 7e – M° Ecole Militaire – 
www.cadranhotel.com 
Hotel Costes 239 rue Saint-Honoré, Paris 1er – M° Tuileries – www.hotelcostes.com  
Hôtel Cristal Champs-Élysées 9 rue Washington, Paris 8e – M° George-V, RER Charles-
de-Gaulle-Étoile - www.hotel-le-cristal.com 
Hôtel de JoBo 10, rue d’Ormesson, Paris 4e - M° Saint-Paul - www.hoteldejobo.paris 
Hôtel de NELL 7-9 rue du Conservatoire Paris 9e – M° Grands Boulevards – 
www.hoteldenell.com 
Hôtel du Petit Moulin 29-31 rue du Poitou, Paris 3e – M° Saint-Sébastien-Froissart – 
www.paris-hotel-petitmoulin.com 
Hôtel du Continent 30 rue du Mont-Thabor Paris 1er – M° Concorde – 
www.hotelcontinent.com 
Hôtel Félicien 21 rue Félicien David, Paris 16e – M° Mirabeau – hotelfelicienparis.com 
Hôtel Le A 4 rue d’Artois, Paris 8e – M° Saint-Philippe-du-Roule – www.paris-hotel-
a.com 
Hôtel La Maison Champs-Élysées 8 rue Jean-Goujon, Paris 8e – M° Champs-Élysées-
Clemenceau  
www.lamaisonchampselysees.com 
Hôtel Le Petit Paris 214 rue Saint-Jacques, Paris 5e – RER Luxembourg – 
www.hotelpetitparis.com 
Hôtel Le Pradey 5 rue Saint-Roch, Paris 1er – M° Tuileries – www.lepradey.com  
Hôtel Lumen Paris Louvre 15 rue des Pyramides, Paris 1er – M° Pyramides, RER Auber – 
www.hotel-lumenparis.com 
Hôtel Notre-Dame 1 quai Saint-Michel, Paris 5e – M° Saint-Michel, RER Saint-Michel – 
www.hotelnotredameparis.com 
Hôtel Odéon Saint-Germain 13 rue Saint-Sulpice, Paris 6e – M° Odéon - 
hotelparisodeonsaintgermain.com 
Hôtel Odyssey 19 rue Hérold, Paris 1er – M° Sentier – www.hotel-o-paris.com 
Hôtel Original by Stella Cadente Hôtel 8, boulevard Beaumarchais, Paris 11e – M° 
Bastille - www.hoteloriginalparis.com 
Thoumieux 79 rue Saint-Dominique, Paris 7e – M° La Tour-Maubourg – 
www.thoumieux.fr 
Intercontinental Paris avenue Marceau 64 avenue Marceau, Paris 8e – M° George-V - 
www.ic-marceau.com 
Le Placide 6 rue Saint-Placide, Paris 6e – M° Sèvres-Babylone – www.leplacidehotel.com 
L’Hôtel 13 rue des Beaux-Arts, Paris 6e – M° Saint-Germain-des-Prés, RER Saint-Michel –  
www.l-hotel.com 
La Maison Souquet 10 rue de Bruxelles, Paris 9e - M° Blanche - 
www.maisonsouquet.com 
Mama Shelter 109 rue de Bagnolet, Paris 20e – M° Alexandre-Dumas – 
www.mamashelter.com 

Pershing Hall 49 rue Pierre-Charron, Paris 8e – M° George V - www.pershinghall.com 

http://www.aubergeflora.fr/
http://www.cadranhotel.com/
http://www.hoteldejobo.paris/
http://www.hoteloriginalparis.com/fr/
http://www.mamashel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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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Monceau Raffles 37 avenue Hoche, Paris 8e – M° Charles-de-Gaulle-Étoile - 
www.royalmonceau.com 
Saint-James Paris 43 avenue Bugeaud, Paris 16e – M° Porte-Dauphine – www.saint-
james-paris.com 
Vice Versa Hotel 213 rue de la Croix Nivert, Paris 15e – M° Porte de Versailles - 
viceversahotel.com 
Villa Daubenton by Happy Culture 34 rue de l'Arbalète, Paris 5e -  M° Censier-

Daubanton - www.villa-daubenton.com 

 

 

 

>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오늘날의 호텔 

모든 호텔이 유명 디자이너와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요즘 현대적인 호텔들은 디자인, 예술 그리고 

복고풍의 빈티지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트렌드를 반영해 인테리어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실내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색감과 은밀함을 지닌 창의적인 

발상이 만들어낸 감각적인 인테리어는 각 호텔들이 지닌 개성과 특성을 잘 표현해준다.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높은 안목을 지닌 여행객들의 취향에 부합하고자, 호텔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노력하는데,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구와 빈티지 스타일을 잘 접목시킨 

인테리어로 항상 호평을 받는 10 구에 위치한 호텔 파라디 Hôtel Paradis 가 그 대표적인 

예다.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객실 18 개의 작은 규모의 4 성급 호텔인 호텔 

프로비당스(Hôtel Providence)를 만나볼 수 있다. 독특한 매력을 지닌 이 호텔의 

객실들은 파리 특유의 스타일로 포근하게 꾸며져 있다. 파리북역(Gare du Nord)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시간을 초월한 듯한 느낌을 주는 네오레트로 풍의 호텔 뒤 떵(Hôtel du 

Temps) 또한 고객들을 만족 시킬 것이다. 몽마르트 아베스(Abbesses)거리에는 

기하학적인 타일이 만들어내는 산업적이면서도 레트로적인 분위기를 띠는 호텔 

바스(Hotel Basss)가 위치해있다. 파리의 가장 시크한 지역에도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고객들을 위해 준비 된 저렴한 가격의 새로운 형태의 파리 호텔들이 마련되어있다. 

생제르맹데프레에 위치해 생 쉴피스(Saint-Sulpice)의 부띠끄들에 접근하기 매우 쉬운 

디자인 호텔, 빅투아르&제르맹(Victoire & Germain)호텔이 대표적이며, 마레지구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흑백의 벽지와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는 타일, 이동식 욕조, 

앉아서 가볍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바(bar)의자가 있는 호텔 에밀(Hôtel Emile)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리고 17 구 맛의 거리 레비스(Lévis)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호텔 

뒤에트(Hôtel Duette)는 2016 년에 완전히 리노베이션되어 파스텔톤의 벽지, 빛나는 

가죽, 다양한 모양의 거울과 폭신한 침구류가 고객들을 맞이한다.  

 

9hotel République 7-9 rue Pierre Chausson, Paris 10e – M° Jacques Bonsergent - 
le9hotel.com/paris-republique 
Best Western Opéra Diamond 4 rue de la Pépinière, Paris 8e – M° Saint-Philippe-du-
Roule – www.hotel-opera-diamond.com 
BLC Design Hotel 4 rue Richard-Lenoir, Paris 11e – M° Charonne – www.blcdesign-hotel-
paris.com 
Chouette Hôtel 237 rue de la Convention, Paris 15e – M° Convention - 
www.chouettehotel.com 

Ekta Hotel 52 rue Galilée, Paris 8e – M° George V - www.hotelekta.com 

http://www.blcdesign-hotel-paris.com/
http://www.blcdesign-hotel-pa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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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ôtel Arvor Saint-Georges 8 rue Laferrière, Paris 9e – M° Saint-Georges – www.arvor-
hotel-paris.com 
Hôtel Basile 23 rue Godot de Mauroy, Paris 9e – M° Madeleine - www.hotelbasile.com 
Hotel Basss 57 rue des Abbesses, Paris 18 e - M° Abbesses - www.hotel-basss.com 
Hôtel Crayon Rouge 42 rue Croix des Petits Champs, Paris 1er - M° Pyramides - - 
www.hotelcrayonrouge.com 
Hôtel Design de la Sorbonne 6 rue Victor-Cousin, Paris 5e – RER Luxembourg – 
www.hotelsorbonne.com 
Hôtel du Temps 11 rue de Montholon, Paris 9e – M° Poissonnière – www.hotel-du-
temps.fr 
Hôtel Duette 64 rue de Lévis, Paris 17e - M° Villiers - www.hotelduette.com 
Hôtel Emile 2 rue Mahler, Paris 4e – M° Saint-Paul - www.hotelemile.com 
Hôtel Exquis 71 rue de Charonne, Paris 2e - M° Charonne - Tel +33 (0)1 56 06 95 13 
hotelexquisparis.com 
Hôtel Fabric 31 rue de la Folie Méricourt, Paris 11e – M° Oberkampf - 
www.hotelfabric.com 
Hôtel Gaston 51 boulevard Pereire, Paris 17e - M° Wagram – www.hotel-gaston.com 
Hôtel Henriette 9 rue des Gobelins, Paris 13e - M° Gobelins - www.hotelhenriette.com 
Hôtel Joséphine 67 rue Blanche, Paris 9e – M° Blanche – www.hotel-josephine.com 
Hôtel Joyce 29 rue la Bruyère, Paris 9e – M° Saint-Georges – www.astotel.com/hotel-
joyce-paris.php 
Hôtel La Parizienne 33 boulevard Montparnasse, Paris 15e - M° Montparnasse -
www.hotel-laparizienne.com 
Hôtel Les Matins de Paris 3 rue Clauzel, Paris 9e – M° Saint-Georges - 
www.lesmatinsdeparis.com 
Hôtel Paradis 1 rue des Petites Écuries, Paris 10e – M° Cadet - 
www.hotelparadisparis.com 
Hotel Victoire & Germain 9, rue Grégoire de Tours, Paris 6e - 
M° Mabillon - www.victoireetgermainhotel.com 
Le Fabe Hotel 113 bis rue de l’Ouest, Paris 14e – M° Pernety – www.lefabehotel.fr 
Le Standard Design Hotel 9 rue des Taillandiers, Paris 11e – M° Bastille, RER Gare-de-

Lyon – www.standard-hotel.com 

 

 

> 예술적인 호텔: 파리는 아티스트들을 사랑한다 

파리의 호텔들은 아티스트에게 그들의 예술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티큘리에 몽마르트(Particulier Montmartre) 호텔은 5 개의 스위트 

룸을 현대 예술가에게 의뢰해 특징 있게 장식한 것으로 유명하다. 메르디앙 

에뚜알(Méridien Étoile)은 들어서는 로비에서부터 예술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그제큐티브 룸은 전자 카드로 오픈 가능하며, 파리 예술의 중심부 격인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에도 입장 가능하다.  

9 구에 위치한 아무르(Amour) 호텔에서는 소피 칼(Sophie Calle), 마크 뉴슨(Marc 

Newson), 앙드레(André)의 작품을 룸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다. 뤽상부르 정원과 가깝게 

자리하는 호텔 데 자카데미 데 자르(Hôtel des Académies des Arts) 또한 파리지엥들 

사이에서 ‘스트리트 아트’로 이미 유명한 아티스트 제롬 메나제(Jerôme Mesnager)를 

영입해 20 개의 객실, 엘레베이터, 호텔 외관을 « 흰색 인간 »으로 단장했다. 샹젤리제에 

매우 가깝게 자리한 호텔 르 마리안느(Hôtel Le Marianne)는 곳곳에서 예술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새로운 장소로 듀오 디자이너 Vincent Bastie 와 Charles Zana 가 

전반적인 디자인을 담당했다.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4 성 호텔을 장식한 작품 

중 몇 개는 주인의 소장품이다.   

http://www.hotelsorbon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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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움과 현대적인 느낌을 절묘하게 접목시킨 파리에 위치한 대형 호텔들은 늘 주목 

받는다. 호얄 몽소-하플(Royal Monceau-Raffles)은 마치 아트 갤러리 같다; 한편 아트 

컨시어지는 파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최신 경향과 추천장소 등을 

공유하고, 예술계의 최신 소식을 알리고 있다. 르 모리스(Le Meurice)는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인 아티스트가 해외에 알려질 수 있도록 상금을 지급하며, 파리 히브 

고슈(Paris Rive Gauche) 호텔은 몇 년 전부터 사진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선정된 

사진 작가의 작품은 한 달 동안 호텔에 전시된다.  

1980 년대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나이트 클럽 레 뱅 두슈(Les Bains Douches)가 

2015 년 다시 오픈했다. 하지만 이번엔 럭셔리 호텔의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다. LA 에 

있는 호텔 마몽(hôtel Marmont)에 영감을 받아은 이 곳은 호텔이자 클럽이기도하며 

보헤미안적인 매력과 예술적인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밤을 즐기는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또 있다. 그 곳은 바로 생재르멩데프레에 위치한 르 몽타나(Le 

Montana)호텔로, 6 개의 스위트룸을 구비한 초미니 규모 호텔이다. 인테리어는 디자이너 

방생 다레(Vincent Darré)가 맡았으며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참고해 그의 컨셉에 

녹여냈다. 오페라 가르니에(Opéra Garnier) 근처에 위치한 리릭 호텔(Lyric Hôtel)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발레와 오페라이다. 현대적이고 알록달록한 이 부띠끄 호텔의 

객실과 로비에는 에투알(발레에서의 스타 무용수)들, 누레예브(Noureev)와 

파바로티(Pavarotti)의 사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반면, 9 구의 마르티르(Martyrs)거리에 

있는 호텔 사샤(Hôtel Sacha)는 벨에포크 시대의 파리 극장을 떠오르게 한다. 이 호텔은 

건축가 쥴리 고트롱(Julie Gauthron)이 연출했으며 현대적이면서도 예리한 감각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예술가 사샤 기트리(Sacha Guitry)를 위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테일을 가미했다. 

 

Hôtel Amour 8 rue de Navarin, Paris 9e – M° Saint-Georges – www.hotelamourparis.fr 
Hôtel des Académies et des Arts 15 rue de la Grande-Chaumière, Paris 6e – M° Vavin - 
www.hotel-des-academies.com 
Les Bains Paris 7 rue du Bourg-l’Abbé, Paris 3e - M° Etienne-Marcel - www.lesbains-
paris.com 
Hôtel Le Cinq Codet 5 rue Louis Codet, Paris 7e – M° Ecole Militaire - 
www.le5codet.com 
Hotel Le Montana 28 rue Saint-Benoît, Paris 6e - M° Saint-Germain-des-Prés - 
www.hotel-lemontana.com 
Hôtel Particulier Montmartre 23 avenue Junot, Paris 18e – M° Lamarck-Caulaincourt – 
www.hotel-particulier-montmartre.com 
Hôtel Platine 20 rue Ingénieur Robert Keller Paris 15e – M° Charles Michel - 
www.platinehotel.fr 
Hôtel Sacha 7 Rue de Navarin, Paris 9e – M° Saint-Georges - www.hotelsacha.com 
Hôtel Sezz 6 avenue Frémiet, Paris 16e – M° Passy – www.hotelsezz.com  
Hôtel Scribe 1 rue Scribe, Paris 9e – M° Opéra, RER Auber – www.sofitel.com 
Le Méridien Étoile 81 boulevard Gouvion-Saint-Cyr, Paris 17e – M° Porte-Maillot – 
www.lemeridienetoile.com 
Hôtel du Triangle d’Or 6 rue Godot de Mauroy Paris 9e – M° Madeleine - 
www.hoteldutriangledor.com 
Prix Meurice pour l’art contemporain – www.prixmeuricepourlartcontemporain.com 
Prix Photographique Hôtels Paris Rive Gauche – www.hotels-paris-rive-gauche.com 
Royal Monceau Raffles 37 avenue Hoche, Paris 8e – M° Charles-de-Gaulle-Étoile, RER 
Charles-de-Gaulle-Étoile - www.royalmonceau.com 
 

 



→ 보도자료 2017 – 파리관광안내사무소 

 

 
 16 

 

P
A

R
IS

 H
E
B
E
R
G

E
M

E
N

T
 

 

> 파리 파리지엥… 

파리지엥들도 즐겨찾는 바, 테라스, 레스토랑을 가진 호텔들은 파리의 보물이다.  심지어 

파리지엥들은 지루한 그들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이 호텔들의 객실에서 

머물기도 한다.  

트렌디한 지역 본-누벨(Bonne-Nouvelle)에 위치한 에드가 호텔(L’hôtel Edgar)은 작은 

광장에 위치한 오래된 의류 공장을 개조한 장소로 아트와 디자인을 접목해 정형화 되지 

않은 인테리어를 연출한 호텔이다(레스토랑 구비).  

파리지엥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는 장소, 호텔 아무르(Hôtel Amour)는 전설적인 피갈의 

명성에 못지 않은 보헤미안적인 성향을 지닌 곳이다. 파리의 문화와 예술이 그대로 녹아 

있는 정원과 레스토랑은 더욱 눈에 띈다. SoPi(South Pigalle) 쪽에 새롭게 등장한 호텔 르 

피갈(Le Pigalle)은 파리 유행을 주도하는 30 대들이 매우 선호하는 장소이다. 진정한 

« 지역 호텔 » 이미지를 지닌 호텔은 DJ 저녁 파티가 이루어지며, 인조피혁, 댄스 테이블, 

주크박스를 갖춘 바와 레스토랑으로 투숙 하지 않는 고객들도 한껏 매료시킨다.  

피갈호텔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는 그랑 호텔 피갈(Grand Hôtel Pigalle)이 자리잡고 

있으며 여행객뿐만 아니라 호텔의 와인바와 트렌디한 레스토랑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이 

찾고있다. 이곳의 인테리어는 작년 오픈한 호텔 보쇼몽(Hôtel Bachaumont)과 같이 

감각있는 곳들을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 도로테 멜릭손느(Dorothée Meilichzon)의 

작품이다. 몽토르게이(Montorgueil) 지역의 옛 병원을 개조해 지은 이 4 성급 호텔은 

정교한 멋의 브라세리와 엑스페리멘탈 그룹(Experimental Group)이 운영하는 칵테일바 

덕분에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2016 년, 도로테 멜릭손느(Dorothée Meilichzon)의 

손길이 닿은 또 다른 곳은 호텔 파나슈(Hôtel Panache)이다. 이 호텔은 이름에 걸맞게 

8 층 모두 빈티지스러운 인테리어를 해 조화로운 모습을 띠며 레스토랑은 카페 

스텐(Caffé Stern), 라신(Racines), 노글루(Noglu)로 유명한 젊은 셰프 다비드 레너(David 

Lanher)가 운영한다.  

 

Hôtel Bachaumont 18 rue Bachaumont, Paris 2e - M° Sentier - 
www.hotelbachaumont.com 
Grand Amour Hôtel 18 rue de la Fidélité, Paris 10e - M° Château d’Eau - - 
hotelamourparis.fr 
Grand Pigalle Hotel 29 rue Victor Masse, Paris 9e - M° Pigalle - www.grandpigalle.com 
Hôtel Amour 8 rue Navarin, Paris 9e – M° Saint-Georges www.hotelamourparis.fr 
Hôtel des Métallos - 50 rue de la Folie Méricourt, Paris 11e – M° Parmentier –
www.hoteldesmetallos.com 
Hôtel du Temps 11 rue de Montholon, Paris 9e – M° Poissonnière – www.hotel-du-
temps.fr 
Hôtel Duo 11 rue du Temple, Paris 4e – M° Hôtel de Ville – www.duo-paris.com 
Hôtel Edgar 31 rue d’Alexandrie, Paris 2e – M° Sentier – www.edgarparis.com 
Hôtel Joyce 29 rue La Bruyère, Paris 9e – M° Saint-Georges – www.astotel.com 
Hôtel Jules et Jim 11 rue des Gravilliers, Paris 3e – M° Arts et Métiers – 
www.hoteljulesetjim.com 
Hotel Panache 1 Rue Geoffroy-Marie, Paris 9e – M°Grands Boulevards - 
hotelpanache.com 
Le Pigalle 9 rue Frochot, Paris 9e – M° Pigalle - lepigalle.paris 

 
 

http://www.hotelbachaumont.com/
http://hotelpanac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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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호텔: 고귀한 문학을 간직한 파리 

 
파리 역사 속에 특별하게 존재하거나 다양한 문학행사 등을 통해 시적인 감성으로 

부각되는 호텔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생-제르망-데-프레 중심부에 위치한 L’Hôtel 은 오스카 와일드가 마지막까지 거주했던 

장소로 유명 디자이너 자끄 가르시아(Jacques Garcia)가 작가를 기리기 위해 실내 

인테리어 공간을 기획했다. 마튀렝(Mathurin) 호텔에는 프랑스 작가 알방 미쉘(Albin 

Michel)의 원본 장서 등 6 479 권을 소장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아포스트로프(Apostrophe)호텔은 산드린 알루프(Sandrine Alouf)에 의해 시작된 작가들 

간의 창작 경쟁과 함께 « 시 호텔 »로 불린다. 생제르망데프레 (Saint-Germain-des-

Prés)에 위치한 새로운 호텔인 벨 줄리에트(Belle Juliette)는 줄리에트 레카미에 (Juliette 

Récamier)의 문학 세계를 소개하고 바에서는 옛 원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생 쉴피스(Saint-Sulpice)의 옛 저택이었던 곳이었던 로맨틱한 자태의 호텔 

레카미에(Hôtel Récamier)에서도 이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파빌리온 데 레트르(Pavillon des Lettres)호텔에서는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볼테르를 

거쳐 안데르센에서 졸라(Zola)까지, 26 명 작가들의 문장을 26 개 객실에서 접할 수 있다. 

팡테옹 맞은편에 위치한 레 담 뒤 팡테옹(Les Dames du Panthéon) 호텔은 조르주 

상드와 마르그리트 뒤라스처럼 음악과 문학 분야에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여성들을 

기억하기 위한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누벨아텐(Nouvelle Athènes)지역에 위치한 호텔 레 

플륩(Les Plumes)은 음악인과 문학인의 만남으로 유명한 세 커플을 기념하기 위한 

장식을 시도했다. 그 유명한 커플들은 바로 빅토르 위고(Victor Hugo)와 쥘리에트 

드루에(Juliette Drouet), 베를렌(Verlaine)과 랭보(Verlaine), 조르주 상드(George Sand)와 

프레데릭 쇼팽(Frédéric Chopin) 커플이다. 호텔 르 스완(Hôtel Le Swann)은 19 세기 

양식의 건물로 마르셀 프루스트를 주제로 호텔을 꾸몄다. 호텔 곳곳에 작가의 사진이 

걸려 있으며 그의 작품을 찾아 볼 수 있는 서재도 눈 여겨 볼 만하다.  

몽마르트 언덕 아래에는 프루스트와 동시대에 유명했던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Rudyard Kipling)에게 헌정하는 4 성급 호텔 키플링 호텔(R. Kipling Hotel)이 

자리하고 있다. Happy Culture 그룹이 운영하는 이 40 객실 짜리 호텔에 묵고 있노라면, 

『 정글북 』을 쓸 때 영감을 준 작가의 인도 여행기를 엿보는 듯하다.  
 

Apostrophe Hôtel Rive Gauche 3 rue de Chevreuse, Paris 6e – M° Vavin, RER Denfert-
Rochereau - www.apostrophe-hotel.com 
Hôtel Le Swann - 15 rue de Constantinople Paris 8e – M° Europe - www.hotel-
leswann.com 
Hôtel Pont-Royal 7 rue de Montalembert, Paris 7e – M° Rue-du-Bac – www.hotel-pont-
roy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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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ôtel Recamier 3 bis Place Saint-Sulpice, Paris 6e - M° Sèvres-Babylone –
www.hotelrecamier.fr 
La Belle Juliette 92 rue du Cherche-Midi, Paris 6e – M° Sèvres-Babylone – 
www.labellejuliette.com 
Le Mathurin 43 rue des Mathurins, Paris 8e – M° Saint-Augustin - www.le-mathurin.com 
Le Pavillon des Lettres 12 rue des Saussaies, Paris 8e – M° Miromesnil – www.pavillon-
des-lettres.com 
Les Dames du Panthéon 19 place du Panthéon, Paris 5e – RER Luxembourg - 
www.hotellesdamesdupantheon.com 
Les Plumes Hotel 10 rue Lamartine, Paris 9e – M° Cadet - www.lesplumeshotel.com 
L’Hôtel 13 rue des Beaux-Arts, Paris 6e – M° Saint-Germain-des-Prés, RER Saint-Michel – 
www.l-hotel.com 

R. Kipling Hotel 65 Rue Blanche, Paris 9e – M° Blanche - www.kipling-hotel.com 

 

> 부띠끄(Boutiques-hôtels) 호텔: 디자인, 유행, 은밀함! 

부띠끄 호텔이라는 용어는 앵글로 색슨 국가에서 유래 되었다. 현대적인 컨셉으로 

특징적인 데코와 디자인으로 개성있는 분위기를 띠는 호텔을 일반적으로 부띠끄 

호텔이라고 부른다. 개인의 기호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4 성급으로 분류 되지만, 제시되는 요금으로 비추어 볼 때 2 성 또는 3 성 

등급으로 분류되는 호텔도 있다.  

최근 파리에 문을 연 부띠끄 호텔 중에는 4 성 호텔에 27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라 

랑테른(La Lanterne)호텔이 있다. 팡테옹 근처에 자리한 이 호텔은 파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9 세기의 가로등을 컨셉으로 잡아 실내를 장식했다. 메종 수케(Maison 

Souquet)호텔도 그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정교한 

스타일의 스위트룸, 객실과 작은 바는 파리의 9 구에 궁정시대의 분위기가 다시 감돌게 

한다. 2016 년에 오픈한 아델&쥴(Adèle & Jules)은 그랑 불르바르(Grands Boulevards)의 

한 골목에 숨어있는 우아한 부띠끄 호텔이다. 가죽 소파, 기하학 적인 무늬와 따뜻한 

분위기는 오스만 양식 건물에 가정집과 같은 편안함을 선사한다.  

 

Arioso Hôtel 7 rue d’Argenson, Paris 8e – M° Miromesnil – www.arioso-hotel.com 
Hôtel Adèle & Jules 2 et 4 bis Cité Rougemont, Paris 8e – M° Grands-Boulevards - 
www.hoteladelejules.fr 
Hôtel Atmosphère 31 rue des Ecoles, Paris 5e – M° Maubert-Mutualité – 
www.hotelatmospheres.com 
Hôtel Baume 7 rue Casimir Delavigne, Paris 6e – M° Odéon - www.baume-hotel-
paris.com 
Hôtel Bourg-Tibourg 19 rue du Bourg-Tibourg, Paris 4e – M° Hôtel de Ville - 
bourgtibourg.com 
Hôtel Daniel 8 rue Frédéric Bastiat, Paris 8e – M° Saint-Philippe-du-Roule – 
www.hoteldanielparis.com 
Hôtel du Ministère 31 rue de Surène, Paris 8e - M° Madeleine - +33 (0)1 42 66 21 43  - 
www.ministerehotel.com 
Hôtel Dupond-Smith 2 rue des Guillemites, Paris 4e – M° Hôtel de Ville- 
www.hoteldupondsmith.com 
Hôtel Duret 30 rue Duret, Paris 16e – M° Argentine – www.hotelduret.com 
Hôtel Esprit Paris Saint-Germain 22 rue Saint-Sulpice, Paris 6e – M° Mabillon – 
www.espritsaintgermain.com 
Eugène en ville 6 rue Buffault, Paris 9e – M° Le Peletier – www.eugeneenville.fr    
Hôtel Keppler 10 rue Kepler, Paris 16e – M° George V - www.keppler.fr 
Hôtel La Lanterne 12 rue de la Montagne Sainte Geneviève, Paris 5e - www.hotel-la-

lanterne.com 

http://www.lesplumeshotel.com/
http://www.hotelatmospheres.com/
tel:+33142662143
http://www.hotelduret.com/
http://www.eugeneenvill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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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ôtel Max 34 rue d’Alesia, Paris 14e  – M° Pernety – www.hotel-max.fr 
Hôtel le Six 14 rue Stanislas, Paris 6e – M° Notre-Dame-des-Champs – www.hotel-le-
six.com 
La Maison Souquet 10 rue de Bruxelles, Paris 9e - M° Blanche - Tel +33 (0)1 48 78 55 55 
- www.maisonsouquet.com 
La Villa Saint-Germain 29 rue Jacob, Paris 6e - RER Luxembourg - 
www.hotelvillasaintgermain.com 
Le General Hotel 39 rue Jean-Pierre-Timbaud, Paris 11e – M° Parmentier – 
www.legeneralhotel.com   
Le Marquis Suffren 15 rue Dupleix, Paris 15e – M° Dupleix, RER Champ-de-Mars-Tour-
Eiffel – www.inwoodhotel.com 
Le Walt 37 avenue de La Motte-Picquet, Paris 7e – M° La Motte-Piquet-Grenelle – 
www.hotel-lewalt.com 
Les Dames du Panthéon 19 place du Panthéon, Paris 5e – RER Luxembourg - 
www.hotellesdamesdupantheon.com 

The Chess Hotel 6 rue du Helder, Paris 9e – M° Opéra - www.thechesshotel.com 

 

 

> 특별한 호텔: 약간의 광기와 함께 

파리에는 근사하고 독특하며,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자기만의 개성으로 절로 

미소짓게 만드는 테마를 기반으로 한 장소가 가득하다! 9 구에 최근 오픈 한 호텔 

조크(Hôtel Joke)는 고객들에게 장난기 가득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리셉션에 걸려 있는 

풍선 모양 램프를 비롯해 침대 머리맡에 걸린 회전판, 엘레베이터 안에서 상영하는 

코미디 영화 등, 동심의 세계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호텔이다. 이돌 호텔(L’Idol Hôtel)은 

소울과 펑크 뮤직 마니아를 위한 장소이며 70 년대 인조가죽에서 영감을 얻어 내부를 

장식했다. 엘립손 스피커가 구비된 레이디 소울(Lady Soul)과 정글 피버(Jungle Fever)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몇 개의 객실과 스위트 룸에서는 « 음악 호텔 »에 필요한 세련되고 

펑키한 음질을 경험 할 수 있다. 라탱 지구에 위치한 세븐 호텔(Seven Hôtel)은 마술처럼 

벽에 걸린, 마치 « 떠 있는 듯 한» 침대로 유명하다. 환상적인 분위기와 반짝이는 별로 

몽환적인 느낌을 완벽하게 연출해내는 4 성 호텔의 은밀한 스위트 룸 내부는 100 % 

제임스 본드를 연상 시키며, 놀라움을 자아낸다. « 영화 »와 « 할리우드 스타 »를 

매개체로 한 호텔로는 마를린 먼로의 신비로움을 46 개의 객실에 담아 낸 호텔 

플라틴(l’hôtel Platine)을 주목 할 만하다. 에펠탑에서 매우 가깝다. 반면, 장 폴 

벨몽도(Jean Paul Belmondo)의 팬들에게는 제 7 예술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123 

세바스토폴 호텔(123 Sébastopol Hotel)을 추천한다. 로비에 들어서면 보이는 영화 

포스터와 팝콘 기계와 영사실은 장소를 더욱 생동감있게 만든다. 

마라나타(Maranatha)그룹의 데클릭 호텔(Déclic Hôtel)은 몽마르트 가까이에 위치한 

부띠끄 호텔이다. 이 곳은 사진을 사랑하는 이들이 매우 좋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부스가 침대 머리맡을 장식하고 있으며 욕실은 암실을 떠오르게 한다.  

라탱(Quartier Latin) 지구에 있는 호텔 레 뷜(Hôtel Les Bulles)은 더욱 흥미롭다. 

샴페인을 컨셉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객실과 스위트룸에 들어서면 마치 샴페인 잔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며 지하에는 시음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Déclic Hôtel 17 rue Duhesme, Paris 18e - M° Lamarck-Caulaincourt – 
contact@declichotel.com -  declichotel.com 

Idol Hotel 16 rue d'Edimbourg, Paris 8e  - M° Europe - www.idolhotel-paris.com 

http://www.legeneralhotel.com/
mailto:contact@declichotel.com
http://www.idolhotel-pa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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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ôtel 123 Sébastopol 123 boulevard de Sébastopol, Paris 9e - M° Réamur-Sebastopol - 
www.le123sebastopol.com 
Hôtel Bellechasse 8 rue de Bellechasse, Paris 7e – M° Solferino – 
www.lebellechasse.com  
Hôtel du Triangle d’Or 6 rue Godot de Mauroy – Paris 9e – M° Madeleine - 
www.hoteldutriangledor.com 
Hôtel Joke 69 rue Blanche, Paris 9e – M° Blanche - www.astotel.com/hotel/hotel-joke 
Hôtel Platine 20 rue Ingénieur Robert Keller Paris 15e – M° Charles Michel - 
www.platinehotel.fr 
Kube Hotel 1-5 passage Ruelle, Paris 18e – M° La Chapelle – www.kubehotel-paris.com 
Peniche Johanna Port de Solferino, Paris 7e – RER Musée d’Orsay - 
www.bateau.johanna.free.fr 
The Five Hotel 3 rue Flatters, Paris 5e – M° Les Gobelins – www.thefivehotel.com 
The Seven Hotel 20 rue Berthollet, Paris 5e – M° Les Gobelins –  

www.sevenhotelparis.com 

 

> 호텔과 휴식: 스파 

파리에서의 열정적인 관광 끝에는 항상 휴식이 필요하다. 다수의 호텔들은 스파와 웰빙, 

뷰티 공간을 마련하여, 바쁜 도시에서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평안한 휴식을 경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따뜻한 온수 수영장, 온천 요법, 빛 테라피, 첨단 시설과 

코치가 동원된 휘트니스 프로그램, 코스메틱 피부 관리 등 매우 다양하다. 호텔들은 보다 

참신한 방법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Dior Institut, Plaza-Athénée 25 avenue Montaigne, Paris 8e – M° Alma-Marceau – 
www.plaza-athenee-paris.com 
Keiraõ Spa, Hôtel Scribe 1 rue Scribe, Paris 9e – M° Opéra, RER Auber – 
www.sofitel.com 
Le Spa Paris, Park Hyatt Paris-Vendôme 5 rue de la Paix, Paris 2e – M° Opéra -
parisvendome.park.hyatt.com 
Spa 28, Le Prince Régent 28 rue Monsieur le Prince, Paris 6e – M° Odéon – 
www.leprinceregent.com 
Spa du Four Seasons Hotel George V - 31 avenue George-V, Paris 8e – M° George-V – 
www.fourseasons.com/paris/ 
Spa Carita, Le Belmont 30 rue Bassano Paris 16e – M° George V - www.belmont-paris-
hotel.com 
Spa Guerlain, Saint James Paris 43 avenue Bugeaud, Paris 16e – M° Porte Dauphine – 
www.saint-james-paris.com 
Spa La Prairie, Le Bristol 112 rue du Faubourg-Saint-Honoré, Paris 8e – M° Miromesnil – 
www.lebristolparis.com 
Spa My Blend by Clarins, Le Royal Monceau Raffles 37 avenue Hoche, Paris 8e – M° 
Charles-de-Gaulle-Étoile - www.royalmonceau.com 
Spa Le Burgundy by Sothy's, 6 rue Duphot, Paris 1er – M° Concorde - 
www.leburgundy.com 
Spa Peninsula, The Peninsula Paris 19 avenue Kléber, Paris 16e – M° Kléber - 
www.paris.peninsula.com 
Spa Six Senses, The Westin Paris 3 rue de Castiglione, Paris 1er – M° Tuileries – 
www.thewestinparis.fr/spa-six-senses 
Spa Valmont, Le Meurice 228 rue de Rivoli, Paris 1er – M° Tuileries – 
www.meuricehotel.fr 
U-Spa Barrière, Fouquet’s Barrière 46 avenue George-V, Paris 8e – M° George-V - 

www.fouquets-barriere.com (리노베이션 후 2017 년 여름에 재오픈 예정) 

Vendôme Spa, Renaissance Paris Vendôme 4 rue du Mont-Thabor, Paris 1er –  

M° Tuileries – www.spa-renaissance-paris-vendome.com 

 
 

http://www.platinehotel.fr/
http://www.bateau.johanna.free.fr/
http://www.sevenhotelparis.com/
http://www.sofitel.com/
http://www.leprinceregent.com/
http://www.saint-james-paris.com/
http://www.lebristolparis.com/
http://www.paris.peninsula.com/
http://www.fouquets-barri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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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좋은 호텔  

다수의 파리 호텔에서는 광장, 센 강, 파리의 주요 유적지를 쉽게 조망 할 수 있다. 노보텔 

파리 뚜르 에펠(Novotel Paris tour Eiffel)의 4 층에 자리잡은 일본 레스토랑 

벤케이(Benkay)에서는 센 강을 배경으로 한 라디오 방송국(maison de la radio), 자유의 

여신상을 파노라마 뷰로 바라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하파엘 호텔(hôtel Raphaël) 7 층에 

자리잡은 자르당 플렁 씨엘(Jardins Plein Ciel) 테라스에서는 파리의 주요 유적지를 

한눈에 감상 할 수 있다. 포르트 마요의 팔레 데 콩그레(Palais des Congrès)의 하얏트 

리젠시 파리 에뚜알(Hyatt Regency Paris Etoile)에서는 파리 시내를 가장 아름다운 

각도에서 감상 할 수 있으며, 호텔의 객실과 바(bar)에서는 감동적인 파리 전경을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다. 히볼리 거리에 위치한 호텔 브라이튼(Hôtel Brighton) 또한 멋진 

전망으로 손꼽히는 장소로 커다란 창을 통해서는 튈르리 정원과 루브르 박물관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르 스플렁디드 호텔(Le Splendid Hotel)의 대다수 객실에서는 매우 

가깝게 개선문을 바라 볼 수 있다. 또한, 샹그릴라(Shangri-La) 스위트 룸의 

발코니에서는 마치 손을 뻗으면 에펠탑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운 각도에서 가깝게 에펠탑을 감상 할 수 있다. 

1911 년에 몽마르트에 지어진 테라스 호텔(Terrass’ Hotel)은 최근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었다. 몽마르트에는 아직 많은 예술가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92 개의 객실에는 

그들에게 헌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다. 객실의 대부분은 파리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을 선사한다. 호텔의 옥상에서 본 파리의 경치는 객실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멋지다.  

홀리데이 인 파리 노트르담(Holiday Inn Paris Notre-Dame)호텔 옥상에서 본 전망을 

빼놓으면 섭하다. 라탱 지구 중심에 위치해 있는 이 곳에서는 노트르담 성당과 생 

샤펠(Saint-Chapelle)의 탑과 파리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념물들이 보인다.  

 

Dusquesne Eiffel Hotel 23 avenue Duquesne, Paris 7e – M° Ecole Militaire - www.hotel-
duquesne-eiffel-paris.com 
Holiday Inn Paris Notre-Dame 4 rue Danton, Paris 6e – M° Saint-Michel – www.ihg.com 
Hôtel Brighton 218 rue de Rivoli, Paris 1er, M° Tuileries - www.paris-hotel-
brighton.com 
Hôtel des Arènes 51 rue Monge, Paris 5e – M° Cardinal-Lemoine – www.hotel-des-
arenes.com  
Hôtel des Grands Hommes 17 place du Panthéon, Paris 5e – M° Cardinal-Lemoine – 
www.hoteldesgrandshommes.com 
Hôtel du Quai Voltaire 19 quai Voltaire, Paris 7e – M° Rue-du-Bac – www.quaivoltaire.fr 
Hôtel Eiffel Trocadéro 35 rue Benjamin-Franklin, Paris 16e – M° Trocadéro – 
www.hoteleiffeltrocadero.com 
Hôtel Pullman Paris Tour Eiffel 8 avenue de Suffren, Paris 15e - 
www.pullmanhotels.com 
Hôtel Regina 2 place des Pyramides, Paris 1er – M° Pyramides – www.regina-hotel.com 
Hôtel Raphaël 17 avenue Kleber, Paris 16e – M° Charles de Gaulle Etoile - 
www.raphael-hotel.com 
Hôtel Shangri-La 10 avenue d’Iéna, Paris 16e – M° Iéna – www.shangri-la.com 
Hyatt Regency Paris Etoile 3 place du Général Kœnig, Paris 17e – M° Porte-Maillot  - 
www.parisetoile.regency.hyatt.fr 
Novotel Paris Tour Eiffel 61 quai de Grenelle, Paris 15e – M° Charles Michels – 
www.novotel.com/fr/hotel-3546-novotel-paris-tour-eiffel/ 

Splendid Etoile Hotel 1 avenue Carnot, Paris 17e – M° Argentine - www.hsplendid.com 

http://www.raphael-hotel.com/
http://www.shangri-la.com/
http://www.novotel.com/fr/hotel-3546-novotel-paris-tour-eiffel/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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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ss’ Hotel 12-14 rue Joseph de Maistre, Paris 18e – M° Lamarck-Caulaincourt-  
www.terrass-hotel.com  

 
 
 
 
 

> 정원이 구비된 호텔: 파리에서 느끼는 전원 

파리지엥들은 일반적으로 녹지와 정원을 선호한다. 파리에 위치한 몇몇 호텔들은 야외 

공관, 대형 테라스, 정원 등을 구비하고 있다. 날씨가 좋은 날 정원에 자리잡아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단순히 책을 읽거라 일광욕을 즐기고, 가볍게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장소들은 일반적으로 거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며, 

전형적인 파리 건축양식을 따라 건물 안쪽 중심부 위치하는데, 주변의 번잡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Hôtel Ampère 102 avenue de Villiers, Paris 17e – M° Pereire - www.hotelampere.com 
Hôtel de l’Abbaye 10 rue Cassette, Paris 6e – M° Saint Sulpice - 
www.hotelabbayeparis.com 
L’Hôtel du Collectionneur 51/57 rue de Courcelles, Paris 8e - 
www.hotelducollectionneur.com 
Hôtel Pershing Hall 49 rue Pierre Charron, Paris 8e - M° George V - 
www.pershinghall.com 
Hôtel Particulier Montmartre 23 avenue Junot, Paris 18e – M° Lamarck-Caulaincourt  – 
hotel-particulier-montmartre.com 
Hôtel Plaza Athénée 25 avenue Montaigne, Paris 8e – M° Alma Marceau - www.plaza-
athenee-paris.fr/ 
Hôtel Saint James Paris 43 avenue Bugeaud, Paris 16e – M° Porte Dauphine - 
www.saint-james-paris.com 
La Maison Champs-Elysées 8 rue Jean Goujon, Paris 8e - 
www.lamaisonchampselysees.com 
Le Bristol 112 rue du Faubourg-Saint-Honoré, Paris 8e – M° Miromesnil - 
www.lebristolparis.com 
Le Mandarin Oriental 251 rue Saint-Honoré, Paris 1er – M° Concorde -
www.mandarinoriental.fr/paris 
Le Relais Christine 3 rue Christine, Paris 6e - +33 1 40 51 60 80 – www.relais-
christine.com 
Les Jardins du Marais 74 rue Amelot, Paris 11e – M° Saint-Sébastien-Froissart -
www.lesjardinsdumarais.com 
Pavillon de la Reine 28 place des Vosges, Paris 3e – M° Chemin-Vert - www.pavillon-de-
la-reine.com 
Renaissance Le Parc Trocadéro 55-57 avenue Raymond Poincaré, Paris 16e – M° Victor 
Hugo - www.marriott.fr/hotels/travel/parsp-renaissance-paris-le-parc-trocadero-hotel 
 

 
 

> 친환경 호텔 

천연 성분의 목욕 소금, 유기농과 로컬 푸드 만을 사용하는 레스토랑, 에너지와 물 절약 

시스템, 무독성 청소 제품, 친환경 세탁장. 파리에 위치한 몇 군데의 호텔은 모두가 

지켜야하는 환경규제들을 지키고자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파리에 위치한 300 여 곳 

이상의 숙박 업체는 지속 발전 가능한 3 개의 인증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에코-라벨 

유러피안(Eco-label européen), 라 클레 베르(La Clef verte), 그린 글로브(Green Globe) 

http://www.terrass-hotel.com/
http://www.villadelles.com/ampere/fr/1/hotel-4-etoiles-luxe-paris-site-officiel.html
http://www.hotelabbayeparis.com/
http://www.pershinghall.com/
http://www.plaza-athenee-paris.fr/
http://www.plaza-athenee-paris.fr/
http://www.plaza-athenee-paris.fr/
http://www.saint-james-paris.com/
http://www.lebristolparis.com/
http://www.mandarinoriental.fr/paris
http://www.pavillon-de-la-reine.com/
http://www.pavillon-de-la-reine.com/
http://www.marriott.fr/hotels/travel/parsp-renaissance-paris-le-parc-trocadero-hotel


→ 보도자료 2017 – 파리관광안내사무소 

 

 
 23 

 

P
A

R
IS

 H
E
B
E
R
G

E
M

E
N

T
 

그 중 만다린 오리엔탈(Mandarin Oriental)호텔은 '높은 환경 품질(Haute Qualité 

Environnementale)' 인증을 받은 프랑스의 첫 호텔로 고객들에게 센강과 

마르느(Marne)강에 나무 심기를 장려한다. 생-마르탱 운하 근처의 르 시티즌 호텔(Le 

Citizen Hotel)은 지속 발전 가능한 친환경 재료만을 이용하는 디자이너이자 실내 

건축가로 유명한 Christophe Delcourt 가 디자인한 정제된 나무 재료를 사용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장소이다. 

환경을 고려하는 특별한 컨셉으로 유명한 곳으로는 하얏트 파리 마들렌(Hyatt Paris 

Madeleine)을 꼽을 수 있다. 호텔은 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을 고객에게 

새롭게 인식 시키고자 지붕에 벌통을 설치하였으며, 꿀을 시식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2016 년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호텔이 있다. 에덴 로지 파리(Eden Lodge Paris)호텔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건물에 자리 잡은 럭셔리 로지 컨셉의 호텔이다. 페르 

라세즈(Père Lachaise) 공동묘지 가까이에 위치한 이 곳은 큰 정원과 태양전지판, 목재 

펠릿 보일러, 비데가 있는 화장실, 빗물을 받는 장치와 공기를 정화 시키는 시스템 등 

혁신적인 친환경 장치가 다수 마련되어 있다. 

파리 관광 안내 사무소는 파리에 지속가능한 호텔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 경영자들에게 

헌장 서명을 제안하며, 2016 년 중순까지 총 463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Eden Lodge Paris 175, rue de Charonne, Paris 11e – M° Alexandre Dumas  
www.edenlodgeparis.net 
Green Hotels Paris 13 90 rue de Patay, Paris 13e - M° Olympiades - 
greenhotelsparis.blogspot.com 
Hidden Hôtel 28 rue de l’Arc-de-Triomphe, Paris 17e – M°/RER Charles-de-Gaulle-Étoile 
- www.hidden-hotel.com 
Hôtel Bel Ami 11 rue Saint-Benoît, Paris 6e - M° Saint-Germain-des-Prés - 
www.hotelbelami-paris.fr 
Hôtel Eiffel Trocadéro 35 rue Benjamin-Franklin, Paris 16e – M° Trocadéro – 
www.hoteleiffeltrocadero.com 
Hôtel Gavarni 5 rue Gavarni, Paris 16e - M° Passy –  www.gavarni.com 
Hyatt Paris Madeleine 24 boulevard Malesherbes, Paris 2e – M° Havre-Caumartin - 
paris.madeleine.hyatt.com 
Le Citizen Hotel 96 quai de Jemmapes, Paris 10e – M° Jacques Bonsergent – 
www.lecitizenhotel.com 
Le Mandarin Oriental 251 rue Saint-Honoré, Paris 1er – M° Concorde -
www.mandarinoriental.fr/paris 
Le Méridien Etoile 81 boulevard Gouvion Saint-Cyr, Paris 17e – RER Porte-Maillot   
www.lemeridienetoile.com 
Solar Hôtel 22 rue Boulard, Paris 14e – M° Denfert-Rochereau- www.solarhotel.fr 

지속 가능한 숙박 시설 인증– www.parisinfo.com 

 

> 공항 주변 호텔 

공항으로 돌아가기 편리하고 RER 나 택시를 타고 파리 중심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 온 이들은 공항 근처에서 머물길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파리의 두 공항, 

샤를드골(Paris CDG)공항과 오를리(Orly)공항는 여행객에게 다양한 가격대의 숙박 

선택권을 제공한다.  

http://www.edenlodgeparis.net/
http://www.gavarni.com/
http://www.parisinfo.com/hebergement-hotel-paris/70289/Le-Citizen-Hotel
http://www.mandarinoriental.fr/paris
http://www.lemeridienetoile.com/
http://www.solarhotel.fr/
http://www.paris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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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제 2 터미널 바로 앞에 위치한 풀만 파리 샤를드골(Pullman Paris Roissy CDG 

Aéroport)호텔이 문을 열며 공항의 고급호텔 라인이 완성됐다. 이 호텔은 디자이너 

크리스토프 밀레(Christophe Millet)가 꾸민 305 개의 객실, 대형 휘트니스 센터와 

수영장을 제공한다. 공항 내에 자리하고 있는 호텔도 있다. 세관대 바로 뒤에 새로 생긴 

요텔에어(YotelAir)는 경유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캡슐'형 객실을 준비했다. 이 객실들은 

1 박 혹은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다. 

2018 년에는 세개의 그룹(Innside by Melia, Aloft & Element by Westin, Holiday Inn 

Express)이 같은 해에 호텔을 오픈해 샤를드골 공항에 새로운 호텔존이 생길 전망이다. 

citizenM Paris Charles de Gaulle Airport 7 rue de Rome, 93290 Tremblay-en-France - 
www.citizenm.com/CDG Airport/Hotel  
Hilton Paris Orly Rue Clément Ader, 94390 Paray-Vieille-Poste - www.hiltonhotels.com 
Ibis Paris Orly Aéroport 19 promenade d'Orly, 91550 Orly - www.ibis.com/Orly 
Pullman Paris Roissy CDG Airport 3 bis rue de la Haye, 95935 Roissy - 
www.pullmanhotels.com/Roissy  
YotelAIR Paris CDG Aérogare 2, Roissy Aéroport Paris Charles de Gaulle - 

www.yotel.com/fr 

 
 

모든 스타일! 

색다르게 여행하고 싶다면?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꿈꾸고 있다면? 

특징적인 숙박을 원한다면? 차별화가 필요하다면?  

파리는 혁신적이기까지 한 다양한 스타일의 숙소를 제공하며, 관광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현대스러움, 친환경, 저렴한 예산, 편안함, 색다름을 원한다면 파리에서의 

숙박을 자신 있게 추천한다. 

 

> Bed & Breakfast 파리지엥의 집에서 

도시가 지닌 진면목을 발견하고 싶다면, 문화 행사와 더불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현지 

인의 집에 직접 거주해 보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민박 형태인 샹브르 

도뜨(chambre d’hôtes)는 공식적인 등급 체계에 의해 분류 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시설을 

갖춘 숙소에게 주어지는 인증 제도("Hôtes Qualité Paris"인증)를 통해 파리지엥들의 민박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비된 룸 수는 최대 5 개로 패밀리 테이블에 조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닌다.   

더불어 파리에는 5 개 기준에 의거한 친환경 민박 등급 제도가 존재 한다: 물과 에너지 

절약, 소비 습관, 식료품,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행자들의 건강 상태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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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해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녹색 잎 취득처럼 높은 점수를 얻은 곳만이 친-환경 

샹브르 도뜨(Chambre d’Hôte Eco-responsable)의 인증을 받는 영예를 얻을 수 있다.  

 

6, Mandel 6 avenue Georges-Mandel, Paris 16e – M° Trocadéro – www.6mandel.com 
Alcoves et Agapes Bed-and-Breakfast-in-Paris – www.bed-and-breakfast-in-paris.com 
Be my Nest - www.bemynest.com 
Péniche Barbara Boat and Breakfast – www.penichebarbara-boatandbreakfast.com 
Eden Lodge Paris – www.edenlodgeparis.net 
France Lodge Locations – www.apartments-in-paris.com 
Good Morning Paris – www.goodmorningparis.fr 
Meeting the French – www.meetingthefrench.com 
Une Chambre en ville – www.chambre-ville.com 

 

 

> 내 집처럼 편한 레지던스 호텔 

최근 숙박 트렌드는 « 내 집처럼! » 이다. 부엌 시설이 구비된 아파트형 레지던스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부응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청소와 같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운데, 마치 본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듯한 편안함까지 느끼게 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은 레지던스와 시타딘(Citadines), 

아다지오(Adagio) 와 같은 아파트-호텔에 투자하고 있다. 조금 더 상위 등급의 레지던스 

호텔을 원한다면, 건물 관리인이 따로 있는 스위트룸이 있는 제이즈(Jay's), The 

Ascott 그룹의 라 클레(La Clef) 럭셔리 아파트-호텔, 혹은 센강 오른편에 위치해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락한 아파트 형태의 호텔-팔라스 라 레제르브(La Réserve)가 있다.  

레지던스로 묶여 있진 않지만 호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는 

스위트 인(Sweet Inn)의 아파트들이 있다. 파리 전역에 백여곳이 마련되어 있으며 

열쇠를 전달해주는 담당자, 청소 서비스, 공항 픽업 서비스, 스마트폰 대여 서비스와 그 

외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된다.   

 

Adagio Paris-Tour Eiffel 14 rue du Théâtre, Paris 15e – M° Dupleix, RER Champ-de-
Mars-Tour-Eiffel – www.adagio-city.com 
Citadines Suites Arc de Triomphe 81 avenue Kléber Paris 16e – M° Kléber - 
www.citadines.com 
Cosy’s Residence Cadet 7, rue Cadet, Paris 9e – M° Cadet - www.residence-hotel-cosy-
cadet.com  
Home Plazza Bastille – Les Jardins du Marais 74 rue Amelot, Paris 11e – M° Saint-
Sébastien-Froissart – www.homeplazza.com 
La Clef Eiffel Paris 83 Avenue Kléber, Paris 16e – M° Palais-Royal - www.the-
ascott.com 
La Clef Louvre Paris 8 rue de Richelieu – Paris 1e – M° Palais-Royal - www.the-
ascott.com 
La Maison Saint-Germain 158 boulevard Saint-Germain, Paris 6e – M° Mabillon – 
www.maison-saint-germain.com 
La Réserve Apartments Paris 10 place du Trocadéro, Paris 16e -
www.lareserveparisapartments.com 
Le Jays 6 rue Copernic, Paris 16e – M° Victor-Hugo, RER Charles-de-Gaulle-Étoile – 
www.jays-paris.com 
Villa Daubenton by Happy Culture 34 rue de l'Arbalète, Paris 5e -  M° Censier-
Daubanton - www.villa-daubenton.com 
 
Chaînes: 

Adagio City Aparthotel – www.adagio-city.com 

http://www.6mandel.com/
http://www.bemynest.com/
http://www.chambre-ville.com/
http://www.jays-pa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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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ott - www.the-ascott.com  
Citadines – www.citadines.com 
Frasers – www.frasershospitality.com 
Park&Suites - www.parkandsuites.com 
Residhome – www.residhome.com 
Residhotel – www.residhotel.com  
Suite Home – www.suite-home.com 

Sweet Inn – www.sweetinn.com/Paris 

 

www.parisinfo.com 

 

고급스러운 숙박을 원한다면, 파리 전 지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완벽한 편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아파트형 숙소를 추천한다. 하루부터 한 달까지, 기간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유명 디자이너와 실내 건축가들이 직접 디자인 한 내부 디자인을 

통해서는 세련된 파리지엥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 파리지엥의 집에서 숙박하기 

가구가 구비된 아파트 빌려주기, 주말 또는 주 단위 렌트 형태의 숙박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Way to Stay 나 전 세계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 소셜 여행 » 분야의 선두주자 Airbnb 는 현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직접 

현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 외에도 

원파인스테이(Onefinestay)와 같은 업체가 특별한 형태의 아파트를 제안한다.  ‘카우치 

서핑’과 같이 적은 예산으로 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는 

서비스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원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식사와 커피 등을 포함해 

소파, 룸, 텐트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이 외에도, 

Onefinestay 는 개인에게 안전하고 준비된 고급 아파트를, 그보다 작은 규모의 Be my 

Nest 는 거주자가 살고 있는 집의 방이나 일부 공간 혹은 스튜디오를 여행객에게 

제안한다.  

 

1000et1PARIS - www.1000et1Paris.com  
Airbnb - www.airbnb.com 
Be my Nest - www.bemynest.com 
Onefinestay - www.onefinestay.com 
Couchsurfing - www.couchsurfing.org 

Way to Stay - www.waytostay.com 

 

> 숙박을 위한 아파트 교환  

숙박을 위해 매년 300 000 여 건 이상의 아파트 교환이 파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장 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인터넷 발달 현상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파리는 이러한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도시이다. 스튜디오부터 특별한 스타일의 

호텔, 파리 외곽에 위치한 별장, 사진 작가의 아뜰리에에 이르기까지 숙박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사이트 트록메종(Trocmaison)에서는 일 드 프랑스(Île-de-France) 지방의 약 2 500 여건 

이상의 정보를 15 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파리 관련 정보는 대략 2 000 여건 정도이다. 

 

http://www.residhotel.com/
http://www.suite-home.com/
http://www.parisinfo.com/
http://www.couchsurf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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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Home Swap - www.lovehomeswap.com 
Nightswapping - www.nightswapping.com 

Trocmaison – www.trocmaison.com 

 

> 파리에서의 캠핑: 숲 속의 텐트 아래 

텐트와 캠핑 카를 이용한 숙박도 파리에서는 가능하다! 불로뉴(Boulogne) 숲의 드넓은 

캠핑장에서는 경제적이며, 전원적인 숙박을 경험 할 수 있다. 최근 캠핑 장은 새로운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용 트레일러, 전원 주택, 천막과 나무 텐트로 된 시설 등을 

구비하며 리노베이션을 시행 했다. 초반에 500석까지 예상했던 장소는 410석 정도로 

정비되었는데, 인디고(Indigo)는 그룹 브랜드 중 가장 자연적인 특성을 지닌 프랑스 

브랜드이다. 

 

Camping Indigo Paris Bois de Boulogne 2 allée du Bord-de-l’Eau, Paris 16e – M° Porte-
d’Auteuil – www.campingparis.fr 

 

> 숙박 이외의 호텔 이용: 시크 한 장소에서의 한잔, 쇼킹한 파티! 

럭셔리 한 호텔들은 체류 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숙박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숙박 외에 구비된 부대시설에 주목해 보자: 음악을 들으며, 멋진 

전망을 감상하고 싶다면 바 파노라믹(Bars panoramiques), 피아노 바(piano-bar), 콘서트,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믹솔로지를 하는 칵테일 바 등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자.  

호텔은 더 이상 숙박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만남과 파티를 위한 장소로서 각광 받고 있다. 

대형 로비에는 바 / 레스토랑, 라이브 무대와 같은 장소들이 구비되고 있으며, 마마 

쉘터(Mama Shelter)가 대표적인 좋은 예로 꼽힌다. 오페라 지역에 뉴요커의 에너지를 

가져온 미국 그룹 호텔, 더블유 오페라(W Opéra)는 DJ 부스와 검은색 긴 복도, 화려한 

스테이지 등 칵테일을 컨셉으로 한 핫 플레이스를 선보였다. 패션 관계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르 모리스(Le Meurice)는 패션 위크 기간 동안 매우 붐비는 장소이다. 그리고 

최근 럭셔리 호텔로 탈바꿈한 옛 나이트 클럽 두 곳, 레 뱅(Les Bains)과 르 몽타나(Le 

Montana)는 클럽과 루프탑 바로 특별하고 트렌디한 손님들을 끄는 매력을 갖고 있다. 

샹젤리제 근처에 위치한 1990 년대 나이트 클럽 르 마티스(Le Mathis) 또한, 

엑스페리멘탈 그룹(Expérimental Group)이 리노베이션을 마치며 그의 바와 레스토랑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1K Hotel 13 boulevard du Temple, Paris 3e – M° Filles-du-Calvaire, RER Châtelet-Les 
Halles – www.muranoresort.com 
Bar 228 de l’Hôtel Meurice  228 rue de Rivoli, Paris 1er – M° Tuileries – 
www.lemeurice.com 
Bar de l’Hôtel 13 rue des Beaux-Arts, Paris 6e – M° Saint-Germain-des-Prés – www.l-
hotel.com 
Bar du Pershing Hall 49 rue Pierre Charron, Paris 8e - M° George V – 
www.pershinghall.com 
Bar La Vue, Hyatt Regency Paris Etoile 3 place du Général-Koenig, Paris 17e – M° 
Porte-Maillot - www.parisetoile.regency.hyatt.fr 
George V Hôtel Bar 31 avenue George-V, Paris 8e – M° George V -  
Hôtel Costes 239 rue Saint-Honoré, Paris 1er – M° Tuileries – www.hotelcostes.com 

http://www.trocmaison.com/
http://www.campingparis.fr/
http://www.muranoresort.com/
http://www.lemeurice.com/bar-228
http://www.l-hotel.com/
http://www.pershinghall.com/
http://www.fourseasons.com/fr/paris/


→ 보도자료 2017 – 파리관광안내사무소 

 

 
 28 

 

P
A

R
IS

 H
E
B
E
R
G

E
M

E
N

T
 

Le Rooftop et Bar du Montana 28 rue Saint-Benoît, Paris 6e - M° Saint-Germain-des-
Prés - www.hotel-lemontana.com 
Hôtel W Paris-Opéra 4 rue Meyerbeer, Paris 9e – M° Opéra – www.wparisopera.fr 
Ice Bar du Kube Hotel 1-5 passage Ruelle, Paris 18e – M° La Chapelle – www.kubehotel-
paris.com 
La Grande Dame à l’Hôtel Sezz 6 avenue Frémiet, Paris 16e – M° Passy – 
www.hotelsezz-paris.com 
Le Dokhan’s au Radisson Blu Le Dokhan’s Hotel 117 rue Lauriston, Paris 16e – M° 
Boissière - www.radissonblu.fr/dokhanhotel-paristrocadero 
Les Bains Paris 7 rue du Bourg-l’Abbé, Paris 3e - M° Etienne-Marcel - www.lesbains-
paris.com 
Le Très Particulier à l’Hôtel Particulier Montmartre 23 avenue Junot, Paris 18e – M° 
Lamarck-Caulaincourt - www.hotel-particulier-montmartre.com 
Mama Shelter 109 rue de Bagnolet, Paris 20e – M° Alexandre-Dumas – 
www.mamashelter.com 
Mathis Bar à l'Hôtel Mathis 3 rue de Ponthieu, Paris 8e – M° Franklin D. Roosevelt - 
www.hotelmathis.com 
Plaza Athénée 25 avenue Montaigne, Paris 8e – M° Alma-Marceau – www.plaza-athenee-
paris.com 
Terrass’ Hotel 12-14 rue Joseph de Maistre, Paris 18e – M° Lamarck-Caulaincourt-  

www.terrass-hotel.com  

 

> 호스텔 : 친근하고 경제적이다.  

파리에 위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유스 호스텔(auberges de jeunesse) 20 여 곳은 

3 000 개 이상의 침대를 구비하며, 높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영리 추구를 위한 거품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한 숙박을 할 수 있게 마련된 숙소는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며, 파티만을 위한 장소 또한 아니다. 25 유로 미만의 

« 호스텔 »은 인터넷, 세탁, 아침 식사 등 숙박에 꼭 필요한 서비스 만을 제공하며 

여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젊은이들을 위한 숙소는 도심 

중심부에도 존재한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개인뿐 아니라 단체로도 머물 수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함께 묵는 만큼 문화적인 체험은 덤으로 할 수 있고, 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현재 파리에 위치한 유스호스텔은 20 여곳 정도로 작은 규모이며, 대부분은 그룹 또는 

네트워크 제휴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힙합호스텔(HipHopHostels)과 라 빌레트(la 

Villette) 선착장 끝에 위치한 생 크리스토퍼’s 인(Saint Christopher’s Inn)이 그 예이다. 

후자의 경우 350 개 이상의 침대를 구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리북역(Gard du Nord) 

근처에 2 호점을 열었다. MIJE (국제 청소년과 학생의 집) 네트워크는 센 강과 매우 

인접해 있으며, 저택에서의 숙박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이상적인 위치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합리적인 요금에 이용할 수 있는 경험은 파리에서만 가능하다. 오래된 태양열 

발전소를 개조해 만든 친환경적이며, 현대적인 이브 로베르/파졸(Yves Robert / Pajol) 

유스 호스텔은 330 개의 침대를 제공하며, 파리의 숙소 형태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준다.  

그룹 Generator 는 북역과 생-마르탱 운하 근처에 오래된 대형 사무실을 개조해 

유스호스텔을 오픈 했는데, 공동 침실과 개별 룸 형태로 총 950 개의 침대를 구비한 숙소, 

카페-라운지, 클럽 등을 갖추어 파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벽난로가 갖춰진 

살롱, 바, 레스토랑,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부띠끄, 옥상 등을 구비하며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진 2015 년에 오픈 한 벨빌(Belleville)에 위치하는 레 피율(Les Piaules)은 

http://www.wparisopera.fr/
http://www.radissonblu.fr/dokhanhotel-paristrocadero/restaurant
http://www.hotel-particulier-montmartre.com/
http://www.mamashelter.com/
http://www.plaza-athenee-paris.com/
http://www.plaza-athenee-paris.com/
http://www.terrass-ho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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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스타일의 숙박을 제안한다. 162 개의 침대를 구비한 호텔은 

옥상에도 몇 개의 침대를 배치했다: 적은 예산으로 전망 좋은 룸을 경험 할 수 있다.  

 

3 Ducks Boutique Hostel 6 place Etienne Pernet, Paris 15e – M° Commerce - 3ducks.fr 
Absolute Hotel 1 rue de la Fontaine au Roi, Paris 11e – M° République - www.aloha.fr 
Arty Paris Hotel & Hotel Budget 62 rue des Morillons, Paris 15e – M° Alésia - 
www.artyparis.fr 
Auberge de jeunesse Jules-Ferry 8 boulevard Jules-Ferry, Paris 11e – M° République – 
www.fuaj.org 
Auberge de jeunesse La Chapelle 27 rue Pajol, Paris 18e – M° Marx-Dormoy – 
www.fuaj.org 
Auberge de jeunesse Le d’Artagnan 80 rue de Vitruve, Paris 20e – M° Porte-de-
Bagnolet – www.fuaj.org 
Auberge de jeunesse Yves Robert/Pajol 20 espl. Nathalie Sarraute, Paris 18e – 
www.fuaj.org 
Generator Paris 9-11 place du Colonel Fabien, Paris 10e – M° Gare du Nord -
www.generatorhostels.com 
Le Montclair Hostel 62 Rue Ramey, Paris 18e – M° Jules-Joffrin - www.montclair-
hostel.com 
Le Regent Hostel Montmartre 37 boulevard de Rochechouart, Paris 9e - M° Anvers - 
www.leregent.com 
Les Piaules 59 boulevard de Belleville, Paris 11e - M° Couronnes - www.lespiaules.com 
MIJE (Maison inter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étudiants) 6 rue de Fourcy /11 rue du 
Fauconnier/12 rue des Barres, Paris 4e – M° Saint Paul – www.mije.com 
Oops Design Hostel 50 avenue des Gobelins, Paris 13e – M° Les Gobelins - www.oops-
paris.com 
Plug-In Boutique Hostel 7 rue Aristide Bruant, Paris 18e - M° Abbesses - plug-inn.fr  
RIP (Résidence Internationale de Paris) 44 rue Louis Lumière, Paris 20e – M° Porte de 
Bagnolet - www.ee-rip.com 
St. Christopher’s Inn Paris 68-74 quai de la Seine, Paris 19e – M° Riquet – www.st-
christophers.co.uk 
St. Christopher’s Inn Gare du Nord 5 rue de Dunkerque, Paris 10e – M°/RER Gare du 
Nord - www.st-christophers.co.uk 
Vintage Hostel 73 rue de Dunkerque, Paris 10e – M°/RER Gare du Nord - www.vintage-
hostel.com 
Caulaincourt Square Hostel 2 square Caulaincourt, Paris 18e – M° Lamarck – 
www.caulaincourt.com 
Woodstock 49 rue Rodier, Paris 9e – M° Anvers – www.woodstock.fr 
Aloha 1 rue Borromée, Paris 15e – M° Volontaires – www.aloha.fr 
The Loft Boutique Hotel & Hostel 70 rue Julien Lacroix Paris 20e – M° Pyrénées – 
www.theloft-paris.com 
FIAP Jean Monnet 30 rue Cabanis Paris 14e – M° Glacière – www.fiap-paris.org 

 
 

모든 주소는 사이트 www.parisinfo.com 의 메뉴 « Hébergement pour les jeunes » 

에서 검색 가능 

 

매체 문의 

+33 (0) 1 49 52 53 27 – press@parisinfo.com  

본 자료는 Nicky Bouwmeester 와의 협력으로 공동제작 하였습니다.  

사진 저작권: © OTCP- Marc Bertrand, © Fabrice Rambert, Le Cinq Codet, The 

Peninsula Paris, Hilton Paris Opera, Terrass Hotel, Hotel Providence © Benoît 
Linero, Grand Amour Hôtel © Carlotta Kohl, Declic Hotel ©ABACA press Jacques-
Yves GUCIA, La Réserve Paris © Grégoire Gardette, Vice Versa Hotel © François Le 

http://www.vintage-hostel.com/
http://www.vintage-hostel.com/
http://www.parisinfo.com/
mailto:press@paris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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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 Les Dames du Pantheon, Spa George V, Renaissance Paris Vendôme, Le Citizen 
Hôtel, Solar Hotel, Genera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