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입장료

성, 정원,

돔 갤러리 및 마구 갤러리
안내서를 이용한 자유 투어

오디오 가이드 투어

14,50 €
11,50 €

18,50 €
15,00 €

무료

-

9,00 €

13,00 €

11,50 €

15,00 €

무료

-

"개인" 요금
성인요금
할인 요금 어린이(7~18세)
학생(18~27세) (학생증 제시)
유아(7세 미만)
à어린이 3명부터 요금 적용
(7~18세)

20인 이상 "단체" 요금

오디오가이드 예약 필수
7월 및 8월에는 예약 불가
가이드 / 운전기사

18개 언어 이용 가능

11개 언어 이용 가능

결제 방법
수표, 바캉스 수표, 현금, 신용카드, 문화 카드, Clarc 카드, 여행자 수표
무료 입장
• 장애인(장애인 카드 제시) 및 할인 입장료: 11.5€ / 동반인
• 기자(프레스 카드 제시)

18개 언어로 된 투어 안내서 이용 가능: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브라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중국어, 헝가리어, 루마니어아어, 체코어, 한국어, 히브리어 및 아랍어
11개 언어로 된 오디오 가이드이용 가능: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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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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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