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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메타세쿼이아와 프랑스의 낭

만이 어우러진 도시 근교의 휴양촌 휴식

과쇼핑을즐길수있는새로운개념의리

조트인 담양 메타 프로방스가 제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광주 인근인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메

타세쿼이아 거리 주변에 자리 잡은 복합

휴양쇼핑타운메타프로방스공사가한창

이다 학동리산 102번지일원 13만5014

부지에 건축면적 1만9840 규모로 조성

되는메타프로방스는테마가있는휴양타

운으로관심을끌고있다

프랑스 냄새가 물씬 나는 주황색 지붕

을 머리에 얹은 펜션은 벌써 다녀온 사람

들로부터 입소문이 돌고 있다 메타 프로

방스는 펜션과 호텔 등 휴식공간과 함께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고 문화체험 등 다

양한즐길 거리를갖춘 게특징이다 우선

레스토랑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전문점

등 푸드 타운이 입맛을 유혹한다 여기에

다 의류 디자인 소품 잡화 등을 판매할

패션거리가 곁들여져 방문객들의 발길을

끈다

특히메타프로방스에는방문객들과함

께문화를공유할수있는예술인촌(村)도

들어선다 의류 디자인과 각종 공예품을

만드는 예술인들이 거주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문화상품제작과정을지켜보고

직접만드는기회를제공한다

메타 프로방스 웨딩스튜디오는 연인들

의 사랑 완성해 준다 프랑스풍의 아름다

운 풍광을 배경으로 결혼의 꿈에 부풀어

있는청춘남녀들에게영원한추억을안겨

주는명소로자리잡을것으로보인다

담양군도메타프로방스를광주권거점

관광 인프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은 메타 프로방스가 완

성되면 광주권 가족 나들이객 유치는 물

론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코스로 활용한

다는 방침이다 프로방스 타운 전체 개장

과함께메타가로수길관방제림죽녹

원 등과 연계된 관광벨트가 형성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유)디자인프로방스(대표 김승경)는 사

업비 700억원(국비 18억 군비 18억 민자

664억)을 투입 2014년 말까지 타운을 조

성한다는목표로막바지공사를벌이고있

다 지난 4월착공식을하고토목 주변경

관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현재프로방스상가와펜션공사를한

창 진행 중이다 지난달 착공한 펜션 1차

분과 프로방스 상가 1차 분(아울렛)이 현

재 각각 50%와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

는 가운데 펜션 동은 내년 3월까지 상가

동은올연말까지준공할예정이다

내년말까지는아울렛을포함한프로방

스 상가 13차분(8개 동)과 펜션 12차

분(42동) 관광호텔(74실) 가족호텔(57

실) 음식점(9개 동) 등 타운 내 주요 시설

물들이내년까지모두마무리될것으로예

상된다

김승경대표는 메타프로방스는지금까

지 볼 수 없었던 종합 휴식타운이다 방문

객들이편하게쉬고 여유롭게물건을구매

할수도있다 또인생의가장큰이벤트인

결혼준비까지할수있어매력적인리조트

문화를만들어갈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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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들을반기는조각상

메타프로방스조감도

담양의새명물

유럽풍리조트

휴식과쇼핑 신천지
추억과사랑 별천지

메
타

프
로
방
스

펜션아울렛예술인촌조성

주변가로수길죽녹원등

아름다운풍광과어우러져

방문객들통해 황홀 입소문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옆

사업비 700억원투입

부지면적 13만5014

건축면적 1만9840

연말까지타운조성목표

메타프로방스는

휴식과쇼핑을즐길수있는새로운개념의리조트인 메타프로방스가담양군담양읍학

동리일원에조성되고있다주황색지붕의펜션이유럽에와있는듯한인상을준다

메타세콰이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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