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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목적지

프로방스속  삶에서의  예술

w w w . l u b e r o n t o u r i s m e . c o m
w w w . i s l e s u r l a s o r g u e t o u r i s m e . c o m

뤼베롱(Luberon) 자연 공원 구역 내에 위치한 ‘프로
방스의 심장’ 뤼베롱은 ‘느린 여행’을 몸소 실천해 보
기에 안성맞춤인 여행지입니다. 

느린 속도로 여행하며 경험하는 마법같은 순간들.
자전거를 타고 유람하기도 하고 농산물 시장 구경하
거나 어느 마을의 100살이 훌쩍 넘은 나무 그늘 아래
서 친구들과 식전주 한 잔을 기울이는 그러한 순간
들에 빠져들 때 우리는 그것을 질 높은 여행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마르세유 프로방스 공항에서 1시간, 아비뇽이나 엑
상 프로방스 TGV 역에서 45분 소요되는 뤼베롱의
서쪽은 A7 고속도로가, 남쪽은 페르튀 방면 A51 고
속도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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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자연”으로 !

주목할만한 역사적 문화유산
프랑스에서가장 아름다운 마을인고르드와 루르
마랭, 그리고목가적인 풍경의 도로를따라 늘어선
의미그대로 조그마한 마을들. 로마인들이 남긴
풍성한역사, 교황들과 브나스크 백작령의역사,
뤼베롱의 발도파 신도들, 유대인들, 마르세유에
서 창궐한 흑사병...

자연속에서 펼쳐지는 액티비티의천국 
스포츠를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악자전거를 즐기
거나 등반이나비아 페라타를 할수도 있고 자전
거, 당나귀 또는 카누를타면서 가족 나들이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를 위한즐길 거리들
이 가득합니다. 

미식가들의천국 
뤼베롱은 진정한 미식의 고장입니다 ! 올리브 오
일, 와인, 과일과 채소... 이들은 맛이 좋을 뿐만 아
니라 전설적인 프로방스식 요리를 만들고자 하는
요리사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죠...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생산되는 떼루아, 요리 학교, 산나
물 채취 같은 것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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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베롱자연 공원의 중심에는자연이 보존되어 있어신
화 속에 나올것 같은 풍경이펼쳐집니다. 오솔길들과
고향으로 돌아온듯 한적한 장소들, 기분 좋은 냄새,
보랏빛 라벤더와 벽, 오두막, 절벽 등 사방에서보이는
흰 색돌... 그리고 소르그 강과뒤랑스 강이 그주변을
따라 흐릅니다. 

삶의질이 높기로 알려진전원 지역, 뛰어난문화 유적
들과 풍경을자랑하는 1,850km2 넓이의 공원은그 고
도가 최저 70m에서 시작하며 그랑뤼베롱에 있는 무
르네그르 정상은 최고 1,125m에 달합니다. 뤼베롱자
연 공원은 프로방스알프 코트다쥐르에 있는 7개 자연
공원중 하나입니다. 

보클뤼즈의뤼베롱에서 트래킹하면 자연과역사를 동
시에 느낄수 있습니다. 여러갈래로 난 오솔길을따라
짧은 트래킹을해 보세요.가족이나 친구와 함께거닐
수 있는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길 등 수많은이정표
가 다양하게 붙어있어 원하는 길로가면 됩니다. 여정
이허락하는 한 보클뤼즈의뤼베롱은 이틀 만에종단이
나 횡단도 가능합니다. 

장거리하이킹 코스 6번/91번/97번과 보클뤼즈 산의
하이킹 코스들, 그리고페스트 산책로는 당신을풍경
속으로 안내할것입니다. 로마를 향해 평원을따라 길
을 걸어간생 자크 드콩포스텔 순례길의 순례자들도
잊지 마세요... 

마법같은 광경 - 퐁텐드 보클뤼즈 
계곡깊은 곳에 숨겨져있는 이 매력적인마을은 방문
객들에게 끊임없이호기심을 자아내고 그들을끌어당
깁니다. 최근에는 고고학자들이 주장하기를고대에
이곳에서 종교가생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침식 작
용으로 조각된까마득한 높이의 절벽바로 앞에서는
이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강, 소르그 강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연을원하시나요?
숨쉬고 ,  걷고 ,  뛰거나  페달을  밟고 . .  자유롭
게  마음껏  !

Gordes © OT LMV

Gordes © OT LMV

Gouffre de la Sorgue © Isle sur la Sorgue Touri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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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발견하
고 싶나요?

라벤더 박물관/ 샤토 뒤 부와
라 필라벙튀르 (브헝 드 비앙 티랑 공장)
피에르 샐린저 박물관 : 피에르 샐린저가 프로방스
에서 가장 마지막에 머물렀던 곳에 위치한 이 박물
관은 이 대단한 남자의 삶과 업적을 기억합니다. 항
시 예매 필요
캉프르동 박물관 : 1746년에 지어진 이 오래되고 특
별한 호텔은 아트 센터로 변신했습니다. 일 년 내내
수많은 전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박물관 : 천 년의 역사를 지닌 지중해
오일의 모든 것.

 루르마랭 : 연중 무휴 
고르드 : 여름 축제 기간에만 열림.

마을

뤼베롱에 있는 마을들은 뤼베롱에 걸쳐 있는 산맥인 마
시프 뒤 뤼베롱과 보클뤼즈 산의 높은 곳에 기대어 있
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마을이 어느 마
을이든 그곳은 계곡 위에 우뚝 서 있거나 올리브 나무,
포토나무, 혹은 참나무로 둘러싸인 곳일 겁니다. 각각
의 뷰 포인트마다 마시프 뒤 뤼베롱에서만이 볼 수 있
는 풍경이 존재하는데 뤼베롱, 벙투 산, 몽미라일의 들
쭉날쭉한 봉우리들, 알필 산, 그리고 생트 빅투와르 산
등등 남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전경이 펼쳐진 것을 감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을들은 제각기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핵심적인
역사와 특색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경사진
골목길과 꽃으로 장식한 정원들이 만나는, 마을 중심에
자리한 부르주아들의 집 마스와 바스티드, 눈물짓게 하
는 잔해와 높이 위치한 성당, 운하와 오래된 우물, 창살
이 있는 창문과 오래된 대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꼭 관람해야 할 박물관

역사적 기념비와도 같은 권위 있는 성들

박물관이  많은  매력적인  마을들

Oppède le Vieux ©FMR Travel

Château Lourmarin  ©FMR Travel

Isle sur Sorgue ©Isle  sur la sorgue Touri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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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을 원하시나요?

고르드의 레스토랑 ‘레 보리’ 
로리의 레스토랑 ‘르 샹 데 륀’ 
릴 쉬 라 소르그의 레스토랑 ‘르 비비에’ 
꺄드네의 레스토랑 ‘라 프니에르’

네! 저희의 생산품들은 열정적이고도 유쾌한 농부들이
사랑으로 길러내 맛이 좋습니다. 당신은 몇 몇 농장에
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진정한 프로방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당신은 요리
에 쓸 맛좋은 재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풍부한
과일과 채소, 오일, 꿀, 꽃과 세 가지 색의 와인 말이죠!
맛보고, 시음하고, 테이블을 장식하며 이 소박하고도
마법 같은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요리사들이 선보이는,
여러 재료를 대담하게 혼합한 놀라운 맛의 요리는 새로
운 색깔의 맛을 더 알아가고 싶게 해 줄 것입니다. 

프로방스의 시장들 
프로방스의 햇살로 자라 맛이 아주 좋은 과일과 채소들
이 시장과 레스토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쿠
스텔레 시장은 저녁에 열리는 농산물 시장인데, 매주
일요일 아침과 하절기의 수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당일
아침이나 바로 전날 수확한 과일과 채소들이 진열대에
서 첫 손님을 맞이하길 기다립니다. 이 맛있는 먹거리
들 말이죠. 부드러운 복숭아, 아삭한 체리, 상큼한 딸기
은 모두의 감각을 사로잡습니다. 농산물 시장은 4월에
시작해서 길면 12월 말까지 열립니다.

농민이 당신의 곁에 
뤼베롱과 페이 데 소르그에서는 어디에서든 짧은 순환
로와 현지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과
농장에서 열리는 장은 연중 거의 항상 가능합니다. 그
래서 4월에는 아스파라거스와 딸기, 9/10월에는 호박
을 구입할 수 있지만 12월에 토마토는 구할 수 없고 그
대신 감자와 파, 사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자
연의 법칙이죠!

미슐랭 가이드 1스타 레스토랑

맛과  색깔

©OTLMV

Les Bories & Spa © Cook and shoot

©MAISON PRÉVÔ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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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느끼고 싶나
요?
드넓게 펼쳐진 풍경 속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보세요. 어떤 길들은 좁기도 하고 혹은 평탄하기도
한 오솔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트레일 러닝에서 카
누와 비아 페라타, 산악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가장
아름다운 프로방스 마시프 뒤 뤼베롱 산악 지대의
경치를 감상하세요. 직접 체험하고 발견하는 액티
비티들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걷기

1시간 혹은 5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는 다양한
산책로에서 언제나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싶다면 장거리 하이킹 코스를 마음껏 이
용하세요. 조용한 곳에서 간단히 마시프 뒤 뤼베롱
을 산책할 수 있는 길에서부터 오랜 시간이 소요되
는 스포티브한 하이킹까지, 각자의 속도와 더위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를 고려해서 코스를 선택하
세요.

카바이옹에서의 비아 페라타
2013년에 탄생한 비아 페라타를 즐기려면 카바이
옹 중심가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경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아 나투라는 신장 130cm 이상
에 고소 공포가 없으면 즐길 수 있습니다! 비아 수
테라타는 스포츠에 좀 더 가까운 느낌으로, 원래의
방식대로 동굴과 절벽을 거치면서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 보기
글라이더를 타고 뒤랑스와 뤼베롱 사이를 새처럼
날아 보세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혹
은 열기구를 탈 수도 있습니다...

레트로 풍의 2CV를 타고 
2CV의 운전대를 잡고 뤼베롱의 도로를 누비는 건
연인, 가족, 혹은 친구들과의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즐겁지 않을 수 없는 액티비티
이죠!

© OT LMV

© OT L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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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함을 느끼고 싶
나요?

긴장을 풀면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고요함 속에서,
혹은 매미들의 울음 소리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아
주세요. 눈부신 자연 경관이 펼쳐진 방에서 아침을
깨우는 새들의 소리를 들어 보세요. 마사지, 스파,
야외 요가 수업이 이 경험을 더 완벽하게 해 주겠
죠?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는 곳에서 고요
하고 평화롭게 스파와 호화로운 서비스를 누리며
몸의 긴장을 풀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스
파, 마사지, 휴식 공간과 요가 수업은 뤼베롱의 모
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이 지역의 수많은 작은 마을들 이외에도 프로방스
의 속도에 젖어들기 위해서는 흥미를 끄는 상점들
을 구경하고 여러 카페나 찻집의 테라스에서 여유
롭게 시간을 보내 보세요. 장날이든 혹은 주중 어느
날이든 그날의 방문이 더 완벽해질 것입니다. 기억
해야 할 것

현대 디자인... 
어떤 숙소의 호스트들은 프로방스의 한가운데서
과감하게 현대적인 건축과 장식을 선택하기도 합
니다. 프로방스에서 시크하고 현대적이게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여행 방법입니다. 

시간을  내  보세요 .

Ferme des Callis© S.Russo JustWestCo

Les Bories & Spa © Cook and shoot

Piscine Spa Bastide de Gordes 
© Fabrice Ram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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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라이더들의 천국
산악 자전거
산악 자전거로 보클뤼즈를 횡단하는 길은 고르드
땅을 지나고, 뤼베롱 횡단길은 뤼베롱의 수많은
마을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미 단련이 된 사람들
에게 알맞은, 기술이 필요한 경로이죠.
 : https://youtu.be/IaBQOjVz160

릴 쉬르 라 소르그 자전거 둘레길 일주
자전거 둘레길인 “드 라 수르스 아 라 베니스 콩타
딘”은 물길을 따라 20km를 달리는 쉬운 길입니
다. 릴 쉬르 라 소르그에서 시작해서 퐁텐 드 보클
뤼즈에서 끝나는 이 길은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
한 소만 드 보클뤼즈 마을을 통과합니다. 프로방
스의 하나뿐인 강 소르그가 빚어낸 풍경을 자전
거로 즐겨 보세요. 이 길은 카발롱 자전거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
니다.

자전거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 완벽히 준비된 이곳에 오
신 걸 환영합니다 ! 길을 따라 난 자전거 도로와
표지판이 세워진 경로를 따라, 황무지와 포도밭,
삼나무 숲, 높은 곳에 있는 작은 마을들을 가로질
러 페달을 밟으세요.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

자전거로 달리는 뤼베롱
236Km 길이의 ‘자전거로 달리는 뤼베롱’ 코스에
서 보클뤼즈 뤼베롱 구간은 63km입니다. 오래된
마을들을 잇는 이 길을 따라가 보세요.

칼라봉의 자전거 도로
가족과 함께라면 칼라봉 자전거 도로로 여행해
보세요. 로비옹과 레 보메트 사이 8km 거리에 있
는 낡은 철길을 따라 난 푸른 경로입니다. 압트
방면으로 뻗은 이 길은 총 36km의 자전거 혹은
롤러 스케이트 전용 도로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LSénanque à vélo ©P.Giraud - OTLM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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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古)가구들
고물상들과 골동품 애호가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릴 쉬르 라 소르그는 고가구와 골동품을 구입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1978년
에 처음으로 고물상들의 마을이 탄생한 후 유럽 전
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300명이 넘는
고물상이 화요일부터 일요일에 열려 가구와 그림,
예술품, 주얼리, 책, 인조 가죽, 철제 골동품과 그외
수많은 골동품 마을들에서 수집한 놀라운 수집품
들을 판매합니다. 매년 부활절과 승천일에는 국제
적인 전시회가 열려 500 명이 넘게 출품하고 있습
니다. 전문가이건 수집가이건 혹은 아마추어이건,
모든 이들을 위한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르그 강
소르그의 물에서 테어난 이 낚시꾼들의 옛 마을
은 “베니스 콩타딘”이라고도 불립니다. 1467년 8
월 8일부터 소르그에서 빨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
었고, 빨래를 하면 25수(약 125센트)의 벌금을 내
야 했습니다. 소르그 강은 예나 지금이나 릴 쉬르
라 소르그 역사의 핵심입니다.

소르그 강의 수정같이 맑은 물은 릴 쉬르 라 소르
그의 유산입니다. 본래 마을은 자치 도시인 생 로
랑에서 개발되어 오늘날 구시가지의 한 구역이
되었습니다. 이 강 덕분에 도시가 번영하고 방적
공장, 어업,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강과 고(古)가구들
ISLE SUR LA SORGUE

IsCanal & Brocante © Isle sur la Sorgue Tourisme



우리의 포도 재배자들은 그들의 포도밭에서 와인
애호가들이 구매할 와인을 고를 수 있도록 시음하
는 즐거운 순간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포도 품종의 결합, 와인과 치즈 혹은 와인과 초콜
릿의 마리아주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음
아뜰리에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프로방스의 뤼베롱 여기저기에 있는 와인 루트는
프로방스의 목가적인 길을 발견하는 길이며 열정
넘치는 전문가들을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거기
에 갔다면, 소요 시간이 2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다양한 5개의 포도밭 길이 이 와인의 세계에 좀 더
오랫동안 젖어들게 해줄 것입니다.

이곳의 레드 와인,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은 포도
나무에 특별한 생기를 주는 석회질에 모래가 낀
가벼운 토양에서 생산됩니다.

여기에 지중해의 기후가 더해지고, 밤공기를 서
늘하게 하고 곡식이 매일 잘 휴식하고 자랄 수 있
게 하는 최저 고도에서 포도가 잘 숙성됩니다.

뤼베롱 와인은 이곳에서만 재배되는 품종의 포
도나무로 생산하여 그 맛이 풍부하고 부드럽습
니다. 과일 향이 나는 차가운 와인인 화이트 와인
과 로제 와인은 꽃향기가 나는 플로랄 노트가 특
징입니다. 반면에 레드 와인은 좀더 후추 향과 강
렬한 향신료 향에다가 가죽 향과 트러플 향이 납
니다.

와인
 

AOP 뤼베롱, AOP 벙투, IGP 보클뤼즈 : 보클뤼즈 뤼베롱의 포도밭들은 발레 뒤
론 와인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Visite caves La Verrerie 
© OT LMV

Domaine de Fontenille
© SChapuis

Visite des vignes © OT LMV



타페나드로 말할 것 같으면, 으깬 올리브와 그외
맛있는 전채 요리들은 다양한 올리브들에게서 비
롯됩니다. 피콜린, 탕슈(니옹 올리브), 살로넝크(살
롱 드 프로방스), 그로산(보 드 프로방스) 등이 있
습니다.

농촌 체험과 올리브 오일 
프로방스의 올리브 문화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
습니다. 문화에서부터 건강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녹색 진주의 역사와 맛,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기
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어떻
게 만들어지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라 페름
레 칼리, 르 마스 오노라에서 올리브 밭의 한가운
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레방앗간에 들러 압착한 오일의 신선한 향기
를 맡고 올리브 밭 한가운데를 거닐다 타프나드
(올리브를 마늘과 앤초비 기름과 꽃에 섞어 만든
퓨레)를 맛보세요.

올리브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수확합니다. 수확
한 올리브는 기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에 올라
갑니다. 올리브 오일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5
에서 8kg의 올리브가 필요합니다. 11월 초는 올리
브를 압착하면서 나는 “초록빛 향기”가 가득합니
다.

이 계절이 끝나가면 향이 “숙성”되는 데다가 “짙
어”집니다. “아글랑두”올리브는 이 지역에서 가
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인데, 그 오일의 아로마는
매력적이고 강렬하며 힘있는 느낌이면서도 부드
럽습니다.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
 

연중 내내 만날 수 있는, 지중해의 상징인 올리브 오일과 그 열매.
올리브 밭을 거닐고, 올리브를 맛보고, 물레방앗간을 방문하면 이 천 년의 오일의 비
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Bastide du Laval Cadenet © 

Domaine de la Royère © 



품질

우리는 “보클뤼즈의 검은 다이아몬드”라는 브랜
드를 통해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맛있는 최고의
트러플만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튜버 멜라노스포럼의 땅, 보클뤼즈
트러플 문화가 탄생한 곳은 바로 보클뤼즈입니
다. 보클뤼즈에서 처음으로 트러플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성 기수, 석회질의 토양인
보클뤼즈의 땅은 튜버 멜라노스포럼이 자라기
에는 최고입니다. 

튜버 멜라노스포럼의 일반적인 이름이 ‘페리고
르 트러플’이기에, 실수하면 안 됩니다. 트러플
문화가 탄생한 곳은 보클뤼즈이니까요. 

3가지 약속 : 

신선함

트러플이 더 신선할수록 향이 더 강렬합니다. 이
는 우리가 트러플에 날짜를 써넣고 1주일 미만의
트러플만 판매하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성숙

블랙 트러플은 처음부터 검게 난 것이 아닙니다.
흰색부터 회색, 진한 회색, 그리고 보랏빛을 띠는
짙은 검정색이 될 때까지 잘 성숙해야 합니다. 향
기의 강렬함이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이 때문에
매우 짙은 검정색을 띠는 트러플만 권하며, 트러
플 속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러플 
보클뤼즈의 검은 다이아몬드란?

 
보클뤼즈 트러플 재배자 모임. 품질과 투명성, 존중을 약속합니다. 최고 품질의 트
러플을 위한 협동 조합. 최고의 블랙 트러플 최상의 향기.

Bastide du Laval Cadenet © 

 © OT LMV



포도 재배자 
포도원의 문을 열고 AOP 뤼베롱 와인과 AOP 벙투
와인의 향을 음미하세요. 

요리사 
마카롱, 타페나드, 멜론 그라니테나 라타투이, 양고
기 파이나 아프파라거스 아스픽... 레스토랑의 주인
과 함께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그곳에 머무는 동
안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레시피를 공유해 보세요.
끌리지 않나요? 

올리브 재배자 
올리브 밭 한가운데를 거닐며 그곳의 유명한 올리
브와 올리브 오일의 비밀을 발견해 보세요. 

자연 가이드 
놀이의 땅, 자연 공원의 중심에서 자연 가이드를 따
라가 뤼베롱에 서식하는 풍요로운 동식물들을 발
견하세요. 

해설사 
프로방스, 특히 뤼베롱의 역사는 풍부하고도 열정
적이고 매혹적입니다. 자신의 땅을 사랑하는 가이
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장인 
뤼베롱이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예술에 어떤 도움
이 되는지 말해주는 장인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만남

인터뷰에  관한  아이디어

Atelier Cuisine JM Villard
 © OT LMV

Gérants Bastide du Laval Cadenet
 © JP Garabedian

Le Baruleur
 © P.Gour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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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과 자연 : 
가이드를 따라 현지의 동식물을 발견하는 날이 되
세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이킹. 자신의 수준에 맞
는 코스를 선택하세요. 때로는 건조하고 때로는 푸
르기도, 황폐하기도 하며 초원과 숲이 펼쳐지기도
하는 뤼베롱의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점심은 현지 요리사가 만드는 “건강한” 피크닉을
즐겨 보시길 추천합니다.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즐
거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심신의 긴장을 풀어줄 뿐
만 아니라 체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모험을 위해 차
분하고 평온한 상태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요가 수
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91€(약 12만 원)/1인 

푸른색 금의 고장으로의 여행 
아침에는 루르마랭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농장을
방문하세요. 라벤더와 그 외 프로방스를 대표하는
식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원, 사용, 아로마
테라피나 요리 등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하세요. 오후에는 과거와 현
재의 증류 방법과 또 다른 비밀을 알아 보세요...고
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에센셜 오일을 시향하는 것
도 잊지 마세요. 

75€(약 10만 원)/1인

하루 보내기
뤼베롱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들을  가이
드와  방문하기
자연  공원을  산책하고  하이킹하기
테마가  있는  하루  (와인  관광 ,  스포츠 ,
문화 . . . )
다양한  액티비티
요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
니다 . . .

Luberon Yoga Stéphanie Guiard © 

Giraut ©  OT LMV

La Ferme Gerba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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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부서 
이후 사진, 문의 등과 관련된 모든 요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IANCA OGEL 
INCOMING@LUBERONCOEURDEPROVENCE.COM 

+33(0)6 08 94 83 01 
 

접수처 3개 지점 

Cavaillon - Place François Tourel 
Tel +33(0)4 90 71 32 01

Gordes - Le Chateau 
Tel +33(0)4 90 72 02 75

Lourmarin  - Place Henri Barthélémy 
Tel +33(0)4 90 68 10 77

팀장
FRANCK DELAHAYE 

F.DELAHAYE@LUBERONCOEURDEPROVENCE.COM
 
 

WWW.LUBERONTOURISME.COM
 
 

수신 부서 
단체 혹은 개인의 체류는 현지 업체들의 협
력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요청 시 더 많
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BIANCA OGEL
INCOMING@LUBERONCOEURDEPROVENCE.COM

언론/홍보 부서 
이후 사진, 문의 등과 관련된 모든 요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XAVIER FEUILLANT
XFEUILLANT@ISLESURLASORGUETOURISME.COM

+33(0)4 90 38 04 78 
 

접수처 3개 지점 

Isle sur la Sorgue - 13 place Ferdinand Buisson -
Tél. : +33 (0)4 90 38 04 78
 
Fontaine de Vaucluse - 4 route de Cavaillon
Tél. : +33 (0)4 90 20 32 22

Le Thor - 41 place du marché 
Tél. : +33 (0)4 90 33 92 31

팀장
XAVIER FEUILLANT 

XFEUILLANT@ISLESURLASORGUETOURISME.COM
 
 

WWW.ISLESURLASORGUETOURISME.COM

팔로우하기

@LUBERONCOEURDEPROVENCE

https://www.facebook.com/Luberoncoeurdeprovence/
https://www.instagram.com/luberoncoeurdeprovence/
https://www.pinterest.fr/luberonprov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