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âteau de chenonceau

셔농소, ”귀부인들의 성”

디안느 드 뿌아티에

까트린 부리소네

루이즈 드 로렌느

셔농소 성을 관찰해보면, 청정한 물, 공기,
수목으로 이루어진 자연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니크한 건축물사이에 완벽한
하모니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셔농소
성은 전 세계 5 대륙에서 오는 “하루
방문객“ 들에게,
축복의 시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아늑한
공간에 심취하는 매력… 셔농소 성은
프랑스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여러 인물들의 열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왕궁이기도 하였던 이 성의 운명 또한
특별하였습니다 : 여러 역사적으로 유명한
귀부인들이 이 성을 건축하고, 아끼고,
통치하고 또한 보호하였습니다. 앙리 2
세는 사랑하는 정인 디안느 드 뿌아티에를
위해 셔농소 성에 놀라운 정원, 쉐르

까트린 드 메디치

루이즈 뒤뺑

마그리뜨 뻘루즈

강을 건너는 다리를 포함시키는 그 시절
유니크한 정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의
과부가 된 까트린 드 메디치는 디안느 드
뿌아티에를 성에서 쫓아내고 성내에 이층
갤러리를 건축하여 그녀의 섭정 기간동안
화려한 축제들을 개최하였습니다. 루이즈
드 로렌느는 남편인 앙리 3세가 사망하자
그 당시 격식에 따라 흰색 옷을 입고 기도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루이즈 드 로렌느의
사망으로 셔농소는 왕궁으로서의 입지가
종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몽의 시대의 아름다운 대변인인 루이즈
뒤뺑은 성을 다시 화려하게 장식하고
살롱에 몽테스키외, 볼테르 또는 루쏘
같은 철학가들을 초대하여 지적인
모임을 주최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때

마그리뜨 뻘루즈

루이즈 뒤뺑은 성을 보존하였습니다.
기업가 부루조아 출신인 마그리뜨
뻘루즈는 성과 그 정원을 자신을 성공을
과시하는 기념비적인 장소로 만들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성을 복구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투자한 그녀는 결국
몰락하고 맙니다. 군 소속 간호사였던
시몬느 머니에는 집안의 재정적 도움으로
성 내 두 갤러리에 병원을 설치하였습니다.
1918년도까지 2000명이 넘는 전쟁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외적인 유적 발견을 위한 초대, 셔농소 성

19 세기의 뇌이 태피스리. "셔농소 성과 쉐르 강". 왈메즈

셔농소 성은 여러 걸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 유명한 태피스리, 그림 그리고 가구 컬렉션들 :
프랑수와 끌루에, 뮈리요, 르 땡또레, 니꼴라 뿌쌩, 르
꼬레쥬, 루벤스, 르 프리마티스, 반 루의 ”삼미신”….

앙리 3세의 초상화. 프랑수와 끌루에

16, 17, 18 세기 유럽의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인
이 그림들은 셔농소 성에서 일어난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과 성에서의 귀부인들의 주요한 역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시대부터 오늘날 까지,
셔농소 성은 언제나 만남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셔농소, 세련됨의 극치

꽃 정원에는 100 가지 넘는 “꽃꽃이 용“
꽃들을 재배하고 있어 성의 여러 방과
살롱들을 장식하게 합니다. 성내 16 세기
건축물인 농가 마당에 위치하고 있는
꽃꽃이 아뜰리에는 관심있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꽃꽃이 전문가들은 계절에 따른 여러
주제로, 특히 연말 축제를 위해, 다양한
꽃꽃이 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웅장한
소나무,
전통적인
색상의
장식들이 아름답게 각 방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셔농소,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인 셔농소 성은
이태리의 베키오 다리에서 직접 영감을
받았습니다. “귀부인“들이 차지하였던
주요한 역할 때문에 여성적인 터치가
성내에 곳곳 잠재합니다…

까드린 드 메디치와 디안느 드 뿌아티에의
정원들은 이상적인 수목적 하모니의
결정체로 한없이 아늑합니다. 베르나르
빨리씨가 조경한 녹색 정원부터 이태리식
미로 정원…

여기 정원들은 꿈꾸던 천상의 낙원이 지상에 내려와 있는듯 합니다.

셔농소 성이 숨겨진 보물들을 드러냅니다

“돔 갤러리“는 셔농소 성에서 일차 대전시 부상자들 치료를
가능하게 한 모든 이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1914년 부터
1918년 까지 셔농소 성은 군 병원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센 에 마른느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가스똥 머니에는 그 시절
셔농소 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재정 부담으로 성 내
임시 군 병원을 설치하게 하고 그 비용 일체를 전담하였습니다.
쉐르 강을 넘어보는 두 개의 큰 까트린 메디치 갤러리에 120

개의 환자 침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일층에는 그 시대에 처음으로 엑스레이 장비를 갖춘 최신식
수술실을 구비하였습니다.
시몬느 머니에가 아들 죠오지와 결혼하여 며느리가 되었는데 군
간호사로 병원을 경영하며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병원에
상주하는 군의관들을 도우는 일을 병원이 폐쇄된 시기까지
계속하였습니다.

모두 2254 명의, 그 중 대부분 심각한 부상자들이 이 병원이 폐쇄된 1918년 12월 31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메디치 갤러리

마차 갤러리

성의 2 층에 위치하고 있는 메디치 갤러리에는 여러 전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예술 작품, 그림, 태피스리, 가구및 소품
컬렉션을 통해 역사적인 상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16 세기 농가의 마굿간인 이 갤러리에는 여러 종류의
마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셔농소 성, 일년 내내, 매일 매일…
상점

음성 가이드 방문

새로운 성의 상점은 일년 내내 매일 일반에게
개장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세련되고
오리지날한 선물 아이템들이 한정판 그리고
독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념품, 엽서, 그리고
”어린 왕자와 공주”들을 위한 공간, 책및 사진
첩, 장식 소품및 쥬얼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절과 성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주제의
아이템들이 구비됩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계몽시대까지,
통찰력 있는 성, 셔농소 성은 항상
혁신성을 지향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오늘 날 자유로운 방문
혹은 11 개 언어로 제공되는 아이 포드
비디오를 이용하는 음성 가이드로 격조
높은 셔농소 성의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높은 해상도의 컬러 화면은
성의 모든 ”특별한 면모” 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체 장애자들도 일년 내내
언제든지 비디오를 이용하여 성의 여러
방들, 놀라운 부엌 시설과 오래된 보관된
영상, 소개되지 않은 성의 새로운 면모
그리고 또한 건축적 디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 패드와
아이 포드 터치 앱.
앱 스토어에 11 개
언어 성 방문 프로그램

슈농쏘, 계절 프로그램
부활절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처럼 전통적이며 가족적인 축제에서, 플로랄(꽃) 아뜰리에는
해마다 영감을 얻어 새로운 작업들을 창조합니다. 특히 성탄절에는 성 안에 고품격
데코레이션들과 위풍당당한 소나무들, 레스토랑 주방 안에 미식가들을 위한 테이블로
치장하고, 멋스러운 벽난로들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불을 지핍니다.

한여름 밤의 산책

좋은 시와 함께하는 야간 산책은 이탈리아 고전주의의
거장 아르칸젤로 코렐리(Arcangelo Correlli)의 음악을
느끼며, 조명 정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7월 17일 ~ 8월 15일 기간의 주말

별빛 아래 시음회

7월 세 번째 토요일은 특별한 저녁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OC 투렌 슈농쏘 와인 포도 농장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 « 별빛 아래 시음회»를 위해 셰르(Cher)
강에 위치한 갤러리를 야간 개방합니다.

슈농소, 돔의 와인 저장고
문화와 역사의 발견, 그리고 문화유산은 공유되었을 때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곳에서는
품질을 위한 연구가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새로운 투렌느-슈농소 AOC는 대지와 뛰어난 성에서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와 진정한 예술적
조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지식과 열정… “명소의 미각”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시음 서비스

개인 요금

20인 이상의 단체 요금

투렌느-슈농소 AOC 와인 시음

1인당 4,2유로

1인당 3유로

투렌느-슈농소 AOC 와인 시음,
핑거 푸드와 지역 특산물이 함께 나옴
예약에 한함<} (최소 10 명)

1인당 10유로

1인당 8유로

돔의 건물 안에 위치한, 왕족의 옛 마구간 근처, 돔의 와인 저장고는 저희 포도농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모든 방문객에게 열려있으며, 시음회를 제안합니다.
(단체 안내는 예약에 한함)

셔농소 성, 식당
식도락 미식 레스토랑

셀프 서비스

다과 찻집

성의 식당들은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매일 영업합니다. 식당 수용 능력은 300 명 착석 점심 또는 부페가 가능하고 미식
레스토랑 로랑져리는 조경사 베르나르 빨리시가 디자인한 쟈르댕 베르 녹색 정원앞에 위치하고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큰
식당입니다. 르네상스와 호화로운 파티들 이후, 슈농쏘 성에 극진한 손님 대접은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식가들을 위한
레스토랑 오랑제리는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레스토랑의 새로운 쉐프 크리스토르 까나티(Christophe Canati)는 조르쥐
블렁 (Georges Blanc), 베르나드 루와조(Bernard Loiseau) 그리고 에릭 브리파드(Eric Briffard)밑에서 요리를 사사하였습니다.
로랑져리 식당은 또한 사적 이벤트, 리셉션, 가족모임 그리고 또는 기업 세미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과 찻집은 매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영업합니다.
돔 건물안에 들어 있는 셀프 서비스는 신속한 점심을 위해 그늘진 테라스와 큰 식사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필수.
추가 정보
Château de Chenonceau
Service de l’Orangerie
37150 Chenonceaux
전화: 00 33 (0)2 47 23 91 97
팩스: 00 33 (0)2 47 23 90 41
이메일 주소 : restaurants@chenonceau.com
결재 방법 : 수표, 신용카드, 현금

Chenonceau, 메뉴
순백의 왕비

카트린 브리소네

아스파라거스 크림 수프와 바질 라비올리, 반숙 달걀
오리고기 테린과 푸아그라, 과일과 모듬 채소 처트니
연어 리옛과 토마토 허브 타르타르

산파를 곁들인 부드러운 봄철 채소 크림 수프
신선한 염소젖으로 만든 치즈와 투르식 리옛
올리브유로 버무린 아삭한 채소 샐러드
투르식 치처론 샐러드

35.00€/1인

23.00 €/인

팬에 구인 도미 필레, 루아얄 드 푸아로와 커리 소스
겨자로 졸인 송아지 고기, 고구마 퓌레
레몬으로 맛을 낸 치킨 슈프림, 커민을 넣은 당근 크림과
비스마티 쌀밥
투르 지역 치즈 3종, 모듬 채소와 와인 잼

연어구이, 레몬을 곁들인 매쉬드 포테이토와
오일 소스
맥주로 졸인 돼지고기 로스, 단호박 퓌레와
블레 콩피
« 옛날식 » 가금류 슈프림과 도핀식 그라탱

오믈렛 글라세 « Chenonceau »
샹티이 크림을 얹은 꿀에 재운 사과 콩피 타르트
커피와 호두 무스를 얹은 아몬드 다쿠아즈

1인당 3€ 추가:
Pampilles 농장의 더운 염소젖 치즈,
모듬 샐러드와 발사믹 식초

___________
추가/pers. :
홈메이드 키르 / 3.30 €
에비앙 0.50L / 2.10€
커피 / 2.10€
AOC 갸메 로제 와인 250mL 2.20€
AOC 쉬농소 화이트/레드 250mL / 4.20€

오믈렛 글라세 « Chenonceau »
아몬드 크림으로 맛을 낸 과일 파이
초콜릿 피스타치오 밀푀유
다크 초콜릿 무스 타르틀렛
_____________
추가/pers. :
홈메이드 키르 / 3.30 €
에비앙 0.50L / 2.10€
커피 / 2.10€
AOC 갸메 로제 와인 250mL 2.20€
AOC 쉬농소 화이트/레드 250mL / 4.20€

단체 손님을 위한 전용 메뉴 선택. (레스토랑 이용 당일 메뉴 변경 시에는 5유로가 부과됩니다)
늦어도 레스토랑 이용 당일 48시간 전에 정확한 인원 수를 이메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락처: restaurants@chenonceau.com
레스토랑에 오시려면 반드시 입장권을 구매하셔야 하며 이 가격은 메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축하 연회, 세미나
레스토랑 오랑제리(Orangerie)는 고급 미식 레스토랑으로, 최고의 독립된 공간으로 개인적인 장소로 변모할 수 있으며,
품격 있는 연회와 저녁파티를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회의, 워크숍 및 콘퍼런스도 개최합니다.
녹색 정원과 슈농쏘의 멋진 전경을 볼 수 있는 두 개의 홀은 장비가 갖추어진 모듈 형입니다. 즉,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사용 용도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오랑제리의 갤러리(큰 홀)- 120명 수용 가능
쁘띠 살롱 - 25명 수용 가능
아침 식사와 미슐랭 스타를 여러 번 획득한 쉐프 크리스토르 까나티가 추천하는 품격있는 메뉴.
성의 플로랄 아뜰리에에서 제작된 꽃 데코레이션
요청에 따라 단체 활동/단합대회(Team Building) 가능

2019년도 입장료

성, 정원,

돔 갤러리 및 마구 갤러리
안내서를 이용한 자유 투어

오디오 가이드 투어

11.50 €

15,00 €

무료

-

14.50 €
11.50 €
무료

18,50 €
15,00 €
-

"단체" 입장료 20명 이상
학생 – 18세 ~ 27세
(학생증 제시)

18개 언어 이용 가능

11개 언어 이용 가능

오디오 가이드 예약 필수
7월과 8월에는 예약 불가
동반 가이드 / 운전 기사

"개인" 입장료
성인
어린이(7세 ~ 18세)
어린이(7세 미만)

자유 방문 (2 시간)
18개 언어로 된 투어 안내서 이용 가능:

음성 가이드 방문 (45 분 혹은 1 시간)
11개 언어로 된 오디오 가이드(아이팟) 이용 가능:

2019년 입장 시간 | 매표소
쉬농소 성은 하절기에는 매일 개장합니다.
매표소 업무 마감 후30분 간 성과 기념품점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 – 1월 6일
1월 7일 – 2월 8일
2월 일 – 4월 5일
4월 6일 – 5월 29일
5월 30일 – 7월 5일
7월 6일 – 8월 18일
8월 19일 – 9월 29일
9월 30일 – 11월 11일
11월 12일 – 12월 20일
12월 21일 – 12월 31일

9:30 – 17:30
9:30 - 16:30
9:00 - 17:00
9:00 - 18:00
9:00 - 19:00
9:00 - 19:30
9:00 - 19:00
9:00 - 18:00
9:30 - 16:30
9:30 - 17:30

아래 기간에는 19:00에 폐관.
부활절(4월 20일 – 22일),
노동절, 5월 8일(4월 27 – 5월 12일),
예수승천기념일(5월 30일 – 6월 2일)

Paris

쉬농소 성 찾아 오는 방법
쉬농소 성은 파리에서 214킬로미터, 투르에서 34킬로미터 떨어진 투르 지역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샤를드골공항 출발 TGV 이용 시 생피에르데코르 역(St-Pierre-des-Corps)까
지 1시간 40분 소요
- 파리 몽파르나스역 출발 TGV 이용 시 생피에르데코르(투르) 역까지 1시간
소요
- 보르도/생피에르데코르(투르) 방면 TGV로 1시간 50분 소요
- 투르에서 TER 기차 이용 시 25분 소요

TGV

Le Mans
Nantes

A28

A85

Tours

Strasbourg
Metz / Nanc/ Reims
y

TGV
A10

CHATEAU DE
CHENONCEAU
Chenonceaux
Vierzon
A85

TGV
A10

Lyon

Bordeaux

예약 서비스 welcome@chenonceau.com +33 (0)2 47 23 44 06
Marse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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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welcome@chenonceau.com

www.chenoncea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