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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여행 업계 관계자 여러분 ,
2019 년 오스트리아 관광청 비즈니스 세미나 참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세미나에는 오스트리아 여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드리고자 현지 관광업체 15 곳에서 참석하였
습니다 .
지난 2018 년 한국인 해외 관광객의 숫자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인 2,870 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8.3% 라는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의 수 또한 이곳에 계시는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319,500 명
( 전년 대비 3.1% 성장 ) 이라는 역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오스트리아 관광청 한국사무소는 여행 업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
킬 수 있는 다채로운 오스트리아 여행 일정 및 콘텐츠를 만들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스트리아에서 보내는 휴가 ( Vacation in Austria ) “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미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마이클 타우슈만 ( Michael Tauschmann )
지사장
오스트리아 관광청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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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국명 ： 오스트리아 공화국

Republik Österreich

면적 ： 83,858 ㎢

인구 ： 약 880만명

국가 ： 산의 나라, 강의 나라
(Land der Berge, Land am Strome)
통화 ： 유로( € )

종교 ： 천주교 80%, 개신교 5%, 이슬람교, 유대교 등

언어 ： 인구의 99 퍼센트가 독일어를 사용하며 그 뒤를 이어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제2 언어다.

기후 ： 위도 47도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온화한 기후를 보인다. 여름에는 한낮 기
온이 종종 섭씨 32도를 넘길 정도로 덥지만 저녁에는 선선한 편이다. 일 년 내내 비가 고루 내리지
만, 5월과 9월 그리고 10월 전반은 가장 건조한 반면 4월과 11월은 가장 습하다. 오스트리아의 골
짜기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보통 눈으로 뒤덮여 있으며, 해발고도 1800 미터 부근은 11월부
터 다음 해 5월까지 눈에 덮여있다.

잘츠부르크 관광청
Salzburg Tourist Office
오스트리아 트렌드 호텔
Austria Trend Hotels

Bregenz

포어아를베르크

Fieberbrunn
Kitzbühel

티롤

인스부르크 관광청
Innsbruck Tourismus
그로스글로크너 하이 알파인 로드
Grossglockner High Alpine Road
솔덴 케이블카
Cable Car Company Sö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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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츠부르크

● 비엔나 관광청
Vienna Tourist Board

● 오스트리아 갤러리 벨베데레
Österreichische Galerie Belvedere

● 사운드 오브 비엔나 / 쿠어살롱 비엔나
Sound of Vienna GmbH / Kursalon Vienna
● 빈 홀딩
Wien Holding Cultural Enterprises

● 비엔나 쇤브룬 팰리스 콘서트
Schönbrunn Palace Concerts Vienna

● 유로스코프 인커밍 & 이벤트 여행사
Euroscope Incoming & Events Touristik GmbH

니더외스터라이히

임페리얼 오스트리아
Imperial Austria

오버외스터라이히 관광청
Upper Austrian Tourism Board

St. Pölten

비엔나

Linz

오버외스터라이히

Eisenstadt

룸즈 호텔
roomz Hotels

슈타이어마르크

부르겐란트

슐라드밍-다흐슈타인 관광청
Schladming-Dachstein Tourism

Graz

케른텐

Klagenf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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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관광청
Austrian National Tourist Office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위워크 을지로16층 (우)04538
b2b.austria.info


김윤경
Dara Kim
마케팅 과장
T 070 8656 3333
dara.kim@austria.info

알프스산맥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최고의 여행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여행에 관한 모든 것 , 한국 사무소에 물
어보세요 !
오스트리아 관광청은 1955 년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산하 기관으로
오스트리아 관광 산업 발전 및 유지를 위해 꾸준히
관광 산업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 사무소는 2018 년 1월 개소한 이래 여행사 , 미
디어 , 브랜드 파트너사 및 인플루언서들과 다양한
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 가고 싶은 여행지 '
오스트리아를 만들기 위해 파트너사 분들의 반짝이
는 아이디어와 제안을 항상 열린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여행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요청사항
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korea@austria.info 로 연락
해 주시기바랍니다 .
공식 B2B 사이트 :
https://b2b.austria.info/kr
이미지 갤러리 :
https://views.austria.info/en/media
공식 페이스북 :
www.facebook.com/feelaustriaKR

김윤경

Da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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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visitaustria_kr

© AQUA DOME - Tirol Therme Längenfeld, Kärnten Werbung, Austrian National Tourist Office, MONDI-HOLIDAY SEEBLICKHOTEL Grundlsee

관광청

천혜의 자 연 속 에서 즐기는 나 를
위한 온전한 휴식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더해져 깨
끗한 공기가 어느 때보다 소중하
게 다가오는 때 , 청명한 하늘과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는 때
묻지 않은 청정 자연 경관을 만
끽하기에 최적의 여행지입니다 .
자연 속에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며 북적임도 미세먼
지도 없는 청정 자연 그 자체를
즐기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이색 테마 여행지
문화 , 예술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테마 여행이 가능한 오스트리아 .
그런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액티
비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
법 77 가지를 문화 , 자연 , 음식 ,
쇼핑 , 건축 등 13 가지 테마로 나
누어 ‘마이 오스트리아 버킷리스
트 ‘ 마이크로사이트를 통해 소개
합니다 . 자세한 내용 은 https://
b u c ke t l i s t. a u s t r i a .i n f o / k r 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전 매력 ! 숨겨진 신혼여행 명소
일생에 가장 달콤하면서도 로맨
틱한 허니문을 완벽히 즐길 수
있는 오스트리아 . 예술작품과도
같은 중세 시대 건축물로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소도시부터 영
화 속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명소와 반짝이는 호숫가에서 둘
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명소
까지 한 번뿐인 허니문을 오스트
리아에서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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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글로크너 하이 알파인 로드
Grossglockner High Alpine Road
Rainerstrasse 2
5020 Salzburg - Austria
www.grossglockner.at


파트리치아 루츠
Patricia Lutz
Head of Marketing
T +43 662 873673-116
Mobile +43 664 531 94 69
lutz@grossglockner.at

불후의 랜드마크이자 알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노라마 고산도로
그로스글로크너 하이 알파인 로드 (Grossglockner High
Alpine Road) 는 80년이 넘도록 알프스에서 가장 아름
다운 알프스 파노라마 도로로 손꼽혀 왔습니다. 해발
2,400m 높이에 주변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도로가
7km나 이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관광객 약 90
만 명이 총연장 48km의 이 경치 좋은 길을 다녀갔습
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호에 타우에른 국립공원
(Hohe Tauern National Park) 중심부에 자리한 오스트
리아 최고봉의 절경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로스글로크너 산이 바로 해발 3,798m의 오스트리
아 최고봉입니다. 기념비적인 그로스글로크너 하이 알파
인 로드 덕분에 더 이상 정상까지 힘겹게 등반할 필요
가 없어졌습니다. 총 길이 48km의 이 파노라마 도로는
알프스 고지대를 가로지르며 양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도로가 빙하 끝에서 끊기지 않고 알프스
동부에서 가장 긴 빙하인 파스테르체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해발 2,369m의 카이저-프란츠-요제
프스-회에 (Kaiser-Franz-Josefs-Höhe) 에 오르면 가슴
벅찬 장관이 펼쳐지며 그로스글로크너가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보입니다.
그로스글로크너 하이 알파인 로드를 따라가다 보면 주
변을 에워싼 높이 3,000m 이상의 60여 개 고봉뿐만
아니라 호에 타우에른 국립공원의 다양한 동식물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멋과 산양이 가장 특별
한 친구들이죠.

파트리치아 루츠

Patricia L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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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glockner

관광청

© Grossglockner Hochalpenstrassen AG/ Andreas Kolarik, Bernd Grässl, Eduardo Gellner

관광안내소
카이저-프란츠-요제프스-회에의 4
층짜리 관광안내소에는 갖가지 볼
거리가 가득합니다. 국립공원 안
내소 (National Park Infor Center)
를 둘러보는 것 외에 전시회 ‘빙
하.생명’, 시네마 글로크너 및 각종
전시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카이저-프란츠-요제프스-회에
드라이브 길의 클라이맥스는 해
발 2,369m의 카이저-프란츠-요제
프스-회에 (Kaiser-Franz-JosefsHöhe) 입니다. 이곳은 동알프스
에서 가장 긴 빙하이자 그로스글
로크너 산과 아주 가까운 파스테
르체의 고지대입니다. 카이저-프란
츠-요제프스-회에는 감수그루벤베
크 트레일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물, 눈, 빙하
장쾌한 폭포수와 한여름의 눈밭,
동알프스 최대의 빙하가 있는 호
에 타우에른 국립공원은 거대한
저수조로서 사람과 동물에게 생
명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의 물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자연에 생기를 더하고, 그
로스글로크너 하이 알파인 로드
의 여행길에 다채로운 풍경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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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의 수도에서 즐기는
도시 라이프 스타일

인스부르크 관광청
Innsbruck Tourismus
Burggraben 3
6020 Innsbruck - Austria
www.innsbruck.info


페터 운진
Peter Unsinn
Head of Market Management
UK, USA, China, Korea
T +43 512 59850 148
F +43 512 59850 107
p.unsinn@innsbruck.info
고영두
Young D. Koh
Representative Korea
koh@prworld.kr

인스부르크 관광청은 알프스의 도시 인스부르크와
그 주변 25개 마을에 대한 전세계 마케팅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호텔, 관광지, 케이블카, 레스토랑 등 여
행업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3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인스부르크 지방의 관광 상
품을 조합하여 완벽한 여행일정을 짜보세요!
인스부르크 카드가 있으면 여행이 한결 편리해집니
다.
- 관광지 19곳 무료 입장
- 7개 케이블카 1회 왕복 티켓
- 대중교통, 관광버스, 셔틀 이용권
가격 최저 43유로부터 시작하며 24/48/72시간
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Innsb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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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운진

고영두

Peter Unsinn

Young D. Koh

관광청

인스부르크의 알프스
노르트케테 (Nordkette) 케이블
카는 인스부르크 구시가지에서
출발하여 20분 만에 해발 2천 미
터 높이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
의 자연 공원에 도달합니다. 다른
6가지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
르면 겨울철엔 스키 코스들이, 여
름철엔 하이킹 코스들이 발 아래
로 까마득히 펼쳐집니다.

인스부르크의 도시 문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월드 (Swarovski Crystal Worlds) 와 베르크이
젤 올림픽 스키 점프 타워 (Bergisel
Olympic Ski Jump) 는 현대 건축의
백미를 보여줍니다. 인스부르크 인
근 외곽의 스와로브스키 본사에서
운영하는 크리스탈 월드에서는 독
보적인 현대미술 설치 작품들을 감
상할 수 있습니다. 베르크이젤 스키
점프 타워에서는 하계 훈련 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 스키점퍼들이 훈
련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인스부르크의 제국 문화
수백 년 전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
도였던 인스부르크에서는 황금지
붕 (Golden Roof), 왕궁 (Imperial
Palace), 궁정교회 (Court Church),
암브라스 성 (Ambras Castle) 같은
제국의 보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인스부르크에서 중세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보세요.

© Innsbruck Tourismus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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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외스터라이히 관광청
Upper Austrian Tourism Board
Freistaedter Strasse 119
4041 Linz - Austria
upperaustria.com


도리스 프라허
Doris Praher
Market Management South Korea & China
T +43 732 7277-559
M +43 664 828 39 14
F +43 732 7277-9559
doris.praher@oberoesterreich.at

오버외스터라이히 호수 지역

잘츠카머구트 지방은 산, 호수, 마을이 절묘하게 어우러
진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할슈타트-다흐슈타인 잘츠
카머구트 (Hallstatt-Dachstein Salzkammergut) 문화경관
지역은 겨울에 특히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오버외스터라이히 (Oberösterreich) 의 호수 지역은 예로
부터 화가, 작가, 음악가들이 즐겨 찾아온 특별한 곳입니
다.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와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는 여
름을 아터제 (Attersee) 에서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린츠 (Linz) 출신인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은 지금도 전
세계 대형 콘서트홀들에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매년 가
을 린츠에서 열리는 국제 브루크너 페스티벌은 브루크너
의 고향에서 직접 그의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
회입니다.
천 년 역사의 도시 슈타이어 (Steyr) 는 저명한 작곡가 프
란츠 슈베르트의 명곡 '송어 5중주'의 배경이 된 곳입니
다. 이 유서 깊은 구시가지에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트 이슐 (Bad Ischl) 은 잘츠카머구트의 문화 · 지리적
중심지로,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가 여름을 보냈던 곳
입니다.
오버외스터라이히는 미식가들에게도 괜찮은 여행지입니
다. '슈테케를피슈 (Steckerlfisch, 나무 꼬챙이에 꿰어 구
운 생선 요리)' 같은 지역의 별미나 새콤달콤 갖가지 풍
미가 가득한 만두는 한번쯤 꼭 맛보아야 할 음식입니다.
Linz

도리스 프라허

Doris Pra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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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청

잘츠카머구트에서의 야외 활동
호수 지역에서는 요트 , 서핑 , 다
이빙 , 스탠드업 패들링 , 유람선
여행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난이
도의 등산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여행객은
강을 따라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
며 여러 도시의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린츠나
오랜 역사의 슈타이어를 추천합
니다 .

낭만적인 사진 촬영지
영화 < 사운드 오브 뮤직>의 결
혼식 장면 촬 영지였던 몬트 제
(Mondsee) 의 성당 또는 트 라
운제 호숫가 에 있는 오 르 트성
(Schloss Ort) 은 낭만적인 사진
을 찍기에 그만입니다. 오버트라
운 (Obertraun) 의 ' 파이브 핑거
스 (5fingers)' 전망대에서는 유네
스코 문화경관 지역의 수려한 풍
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푀슈틀
링베르크 (Pöstlingberg) 는 린츠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슈타이어의 유
서 깊은 주 광장도 빼놓을 수 없
는 사진 촬영 포인트이지요 .

Notes:

© Liu Lidan,

Linz Tourismus,

Oberösterreich Tourismus/ Moritz Ablinger

미식가의 필수 여행지 ,
오버외스터라이히
트라운제 ( Traunsee ) 에서는 생
선살을 넣은 오버외스터라이히
지방의 만두를 맛보세요 . 린츠에
서 유명한 린처 토르테 ( Linzer
Torte , 과일잼으로 속을 채워 바
삭하게 구운 동그란 디저트 케이
크 ) 만드는 법을 배워 보거나 바
트 이슐에서 맛난 차우너 슈톨렌
( Zauner Stollen , 말린 과일 따
위를 넣고 구워 슈거파우더를 뿌
려 만든 케이크 ) 을 먹어보는 것
도 좋습니다 . 슈타이어에서는 야
경꾼과 함께 가장 높은 첨탐에서
가장 깊은 지하 저장고까지 둘러
본 뒤 코스 요리를 즐기는 색다
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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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덴 케이블카
Cable Car Company Sölden
Dorfstrasse 115,
6450 Sölden - Austria
www.soelden.com


그레고르 후터
Gregor Huter
Sales Manager
T +43 664 88644501
g.huter@soelden.com

솔덴 – 알프스 핫플레이스
외츠탈 계곡의 솔덴은 즐길거리가 무궁무진한 스포
츠와 액티비티의 천국으로 , 여름철과 겨울철 어느
시기에나 다양한 액티비티와 함께 알찬 휴가를 보
낼 수 있습니다 . 최상의 안락함과 최고의 서비스 ,
완벽한 경험까지 보장하는 무수한 명소에서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가진사람이라도 만족과 기쁨을 누
릴 수 있습니다 .
여기에 더해 세계 최초의 제임스 본드 테마 박물관
이 2018 년 7 월 문을 열었습니다 . ' 007 엘리먼츠 전
시 박물관 (007 ELEMENTS Cinematic Installation)'
을 찾은 방문객들은 제임스 본드의 독특한 세계를
흥미진진하고도 깊이 있게 즐겨볼 수 있습니다 .
솔덴에 는 연중 눈 이 잘 녹지 않 는 해발 1,350~
3,250 미 터 의 고 지 대 스 키 지 역 과 레 텐 바 흐
( Rettenbach ) & 티펜바흐 ( Tiefenbach ) 의 두 빙
하스키 지역이 있어 10 월부터 5 월까지 날씨에 구
애받지 않고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이
지역에는 시간당 4,500 명 ( 기기요흐 , Giggijoch ),
3,600 명 ( 가이슬라흐코글 , Gaislachkogl ) 씩 승객
을 실어나를 수 있는 2 기의 초강력 산악 곤돌라를
포함하여 총 31 기의 최신형 산악 리프트가 마련되
어 있습니다 .

그레고르 후터

Gregor H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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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ölden

© Bergbahnen Sölden, SPECTRE, 2015 Danjaq, LLC,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Columbia Pictures, Inc., Ötztal Tourismus

관광청

007 엘리먼츠 –
제임스 본드 영화 박물관
' 007 엘리먼츠 ' 는 솔덴의 가이
슬라흐코글 산 정상에 자리한 제
임스 본드 전시 박물관입니다 .
' 007 엘리먼츠 ' 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 이곳에서는
제임스 본드 영화를 상징하는 시
그니처 요소들이 생생히 구현된
갤러리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스키 휴양지 , 솔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해발 3,000
미터 이상의 고봉 3 개와 빙하스
키 지역 2 곳 및 다양한 난이도
의 144 킬로미터 슬로프를 갖춘
솔덴 스키 지역은 티롤에서의 스
키 휴가 기간 동안 다채로운 즐
거움을 약속합니다 . 눈은 10 월
부터 5 월까지 오래도록 즐기고
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

스파 호텔 아쿠아 돔 (AQUA DOME)
염수풀에 몸을 둥둥 띄운 채로
높이 3,000 미터가 넘는 장엄한
고봉들을 가슴 벅차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 5 만 평방미
터 규모의 아쿠아돔 - 티롤 렝겐
펠트 온천에서 그 꿈이 이루어집
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알프스의
이 최신식 스파 리조트는 외츠탈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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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라드밍-다흐슈타인 관광청
Schladming-Dachstein Tourism
Ramsauerstraße 756
9870 Schladming - Austria
www.schladming-dachstein.at


마티아스 샷라이트너
Mathias Schattleitner
Managing Director
T +43 3687 23310
sales@schladming-dachstein.at

슐라드밍-다흐슈타인

오스트리아 중심부에 자리한 슐라드밍-다흐슈타인
산지의 여름은 천연 그대로의 경치와 싱그러운 초록
의 알프스 계곡, 빙하로 뒤덮인 다흐슈타인 단층지괴
의 웅대한 석회암 암벽, 300여 개의 호수와 1,000여
개의 샘물, 100여 개의 폭포를 한번에 경험할 수 있
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000km에 달하는 등산로, 930km 길이의 자전거와
산악자전거 트랙, 20곳의 비아페라타 (via ferrata: 고
정케이블, 발판, 사다리와 다리 등으로 구성된 산악
루트), 5개의 골프코스는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
가 다양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밖에 암
벽등반, 래프팅, 캐녀닝 (canyoning), 양궁, 패러글라
이딩, 짚라인, 여름 알파인코스터 등 다양한 액티비티
도 가득합니다.
스페셜 혜택: 섬머카드 (Sommercard) 가 있으면 100
여 곳의 관광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흐슈타인 빙하는 해발 2,700m 높이에 자리한 지역
내 일순위 여행지로 스카이워크, 얼음궁전은 물론이
고 '천국의 계단 (Stairway to Nothingness)' 이 딸린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높은 보행자 전용 현수교, 빙하
레스토랑 등의 명소가 있습니다. 다흐슈타인 파노라
마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슐라드밍-다흐슈타인 지역은 오스트리아 최대의
키 연합인 스키 아마데 (Ski amadé) 에 가입되어
으며, 뛰어난 설질을 자랑하는 총 230km 길이의
로프와 88개의 리프트, 98곳의 스키 산장이 있어
키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Schladming-Dachstein

마티아스 샷라이트너

Mathias Schattlei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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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청
급류
리자흐 (Riesach) 폭포는 슈타이
어마르크 주에서 가장 높은 폭포
입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며, 다
양한 방식으로 폭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한 폭포수를 따
라가다 보면 수정같이 맑은 산중
호수 리자흐제 (Riesachsee) 가
나옵니다.
아드몬트 수도원
아드몬트 수도원 (Stift Admont)
도서관에는 후기 바로크 양식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예술
장르 (건축, 프레스코화, 조각, 원
고, 인쇄물)가 한데 어우러져 전
체적으로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
습니다. 도서관의 장서 수만 7만
여 권에 달하며, 수도원 전체에
는 20만 권 가까운 책이 소장되
어 있습니다.

Notes:

© Raffalt,

StefanLeitner_LEI7421-Pano,

Gerhard Pilz

환상의 자연 전망대,
다흐슈타인 빙하
슈타이어마르크 주의 최정상에
서는 여러 명소들이 방문객들을
반깁니다. 해발 2,700m의 다흐
슈타인 빙하까지 유리로 된 파
노라마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
정상에 '스카이워크', '얼음 궁전',
100m 길이의 보행자 전용 현수
교와 거기에 딸린 '천국의 계단'
등 멋진 경치 외에도 볼거리가 많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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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츠부르크 관광청
Tourismus Salzburg GmbH
Auerspergstr.6
5020 Salzburg-Austria
www.salzburg.info
marketing@salzburg.info


낸시 최
Nancy Choi
Representative Korea
F +82 2 773 6421
nancychoi@cjsw.co.kr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100주년에
빛나는 세계의 무대, 잘츠부르크
음악의 도시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이자, 화
려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무대이며, 영화 <사운
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
과 건축, 예술과 문화, 전통과 현대가 완벽히 어우러
진 도시라는 점도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바로크
풍의 도심을 에워싼 연초록빛 산들은 그림 같은 경치
가 펼쳐진 산책길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고, 그 낭
만적인 노정의 끝에는 아늑한 노천 술집이 기다리
고 있습니다.
2020년은 세계적 명성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20년 8월, 연극
<예더만> 상연으로 시작된 이 음악과 연극의 축제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명망 있는 축제의 하나로 발
돋움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전시회
와 더불어 7~8월에 걸쳐 6주 동안 펼쳐질 화려한 행
사를 기대하세요. 호텔 슐로스 레오폴트스크론은 잘
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유구한 역사를 평화롭게 체험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잘츠부르크 카드는 잘츠부르크 시 어디에서나 통하
는 만능열쇠입니다. 이 카드만 있으면 잘츠부르크 내
의 모든 관광지와 박물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
며, 시내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
니다.

Salzburg

낸시 최

Nancy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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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 주간 2020
2020 년 1월 23일 ~ 2 월 2 일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재단이 모
차르트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
해 한겨울의 잘츠부르크로 음악
애호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
계 최고의 모차르트 페스티벌 기
간 동안 펼쳐지는 음악의 향연 속
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클래식
음악을 경험해 보세요! 2020년
모차르트 위크의 중심 테마는 '
오직 모차르트'로, 신임 예술감독
롤란도 빌라존이 자신의 프로그
램에서 이 테마를 다룹니다. 아
울러 모차르트의 개성을 확실히
엿볼 수 있는 55가지의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차
르트는 무언극과 가장무도회에서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으며, 먹

고 마시기를 즐겼습니다. 호화로
운 연출의 3가지 무대와 오케스
트라 연주, 실내악, 무용, 무언극,
카바레 등의 다양한 형식 속에서
모차르트의 현란하리만치 다채로
운 면모를 들여다보세요.
잘츠부르크 걷기, 나만의 길을 찾아서
이 문화의 도시는 수세기에 걸친
음악 양식과 건축 양식 들을 어떻
게 하면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미
술품과 현대적 디자인, 자연 명소
와 건축의 백미 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로크 양식의 도시 잘츠
부르크에서 대부분은 조화롭게,
가끔은 대비를 이루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적
대조를 '잘츠부르크 시티 워크'를
통해 직접 경험해 보세요. 세심하
게 마련된 6가지 셀프가이드 투
어 코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

습니다. salzburg.info/routes 에
들어가시면 예술, 음식, 자연, 역
사는 물론이고 인스타그램 스폿
까지 탐방 가능한 걷기 코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림절
잘츠부르크는 연중 가장 아름다
운 강림절(그리스도의 성탄을 기
념하기 위한 성탄 전 4주간) 기
간 동안 흡사 동화속 왕국처럼 변
신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과 강
림절 음악회, 민간의 풍속 들이
환상적인 모차르트의 도시를 찾
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
니다. 11월 말부터 1월 초에 걸친
강림절 기간 중 잘츠부르크 거리
를 거닐어 본 경험은 오래도록 기
억에 새겨질 것입니다. 잘츠부르
크의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만큼
아름다운 곳은 세계 어디에서도
만나기 힘듭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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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관광청
Vienna Tourist Board
Invalidenstrasse 6
1030 Vienna - Austria
www.vienna.info


크리스티나 프라이슬레벤
Christina Freisleben
Market Management
T +43 1 211 14-353
F +43 1 211 14-700
christina.freisleben@vienna.info

비엔나 관광청 –
여러분의 비엔나 관광 파트너
비엔나 관광청은 비엔나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
된 공식 관광 홍보 기관입니다. 비엔나 관광청은 현
지 관광 파트너사와 랜드사, 여행사의 연결을 도와드
립니다. 비엔나의 호텔, 현지 랜드사, 박물관, 식당 등
관련 업체들과의 연결을 도우며 비엔나 관광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코업
캠페인, 팸투어, 비엔나 홍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나에 관한 모든 최신 정보는 www.vienna.info
에서, 영문 B2B 웹사이트 www.b2b.vienna.info 에
서는 하단의 다양한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
니다.
•
•
•
•

미디어
비엔나
비엔나
비엔나

카탈로그
행사 하이라이트
가이드
시티카드 제휴 파트너

비엔나 이미지 갤러리: www.viennaphoto.com
비엔나 전문가 클럽: experts.vienna.info
#ViennaNow #이제비엔나

Wien

크리스티나 프라이슬레벤

Christina Freisl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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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enTourismus/ Christian Stemper, Paul Bauer, Wien Nord, Peter Rigaud

음악의 도시 , 비엔나 2020
비엔나 와 음악은 하 나입니다 .
2020 년은 비엔나를 세계적인 음
악도시로 만든 예술가와 기관들
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 2020 년
으로 탄생 250 주년을 맞는 음악
가 베토벤은 비엔나를 자신의 인
생과 창작활동의 중심지로 삼았
으며 , 현시대의 클래식 월드스타
들도 비엔나를 특별한 음악적 명
소로 찾고 있습니다 .
관광청 공인 비엔나 시티카드를
판매해 보세요
여행업 종사 업체의 경우 제휴
판매사 등록 후 비엔나 시티카드
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판

매 업체 DocL X 를 통하여 제휴
업체에게 10 % 의 판매 커미션을
재공합니다 .
문의 :
DocL X Travel Events GmbH,
A-1010 W ie n, Re nngas se 4/
Freyung
Tel. (+43-1) 370 7000-22
E-Mail: info@viennacitycard.at
국제 비엔나 전문가 클럽에 가입하여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세요 .
국제 비엔나 전문가 클럽의 회원
이 되시면
• 비엔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비엔나 관련 상품 판매가 용이
해집니다 .
•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
다.
이 밖에도 회원 본인의 비엔나
여행 등 국제 비엔나 전문가 클
럽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회원 전
용 혜택이 제공됩니다 .
- 비엔나 호텔 숙박 시 최상의
조건 제공
- 비엔나 시티카드 ( 레드 카드 )
무료 발급 - 대중교통 무료 이
용 24/48/72 시간권 및 210 여
가지의 할인 혜택
- 각종 입장권 할인 또는 무료
입장 혜택
experts.vienna.info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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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즈 호텔
roomz Hotels
Paragonstraße 1
1110 Vienna - Austria
www.roomz-hotels.com


슈테판 빌렌스도르퍼
Stefan Willensdorfer
General Manager
T +43 664 825 7279
stefan.willensdorfer@roomz-graz.com

우아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곳!
룸즈 비엔나 가소메터 (roomz Vienna Gasometer)
와 룸즈 그라츠 (roomz Graz) 는 각기 152개와 131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로, 객실 및 비품 수
준에 있어 일반적인 저가 호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018년 6월, 비엔나의 고풍스러운 프라터 (Prater)
공원 인근에 다양한 유형의 265개 객실을 갖춘 룸
즈 호텔의 신규 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련된 디
자인과 우아한 색감, 각종 편의시설은 투숙객들의 마
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아늑한 분위기의 레스토랑과 바에
서 먹고, 마시고, 느긋한 휴식을 즐겨 보세요.
모든 세미나실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Wien

슈테판 빌렌스도르퍼

Stefan Willensdor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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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z

호텔

편안한 잠자리
호텔의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은
크기뿐 아니라 시설과 디자인 면
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
고급 스프링 매트리스를 깐 넓고
안락한 침실은 보다 넉넉한 여유
를 누리게 해줍니다 . 멀티 센서
샤워기와 분리형 변기가 설치된
넓은 욕실 및 냉난방시설은 객실
에 안락함을 더해 줍니다 .

편리한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이 아주 편리합니
다 . 룸즈 비엔나는 지하철 2 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룸즈 그라
츠는 호텔 바로 앞에서 13 번 트
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
하철과 트램 이용 시 호텔에서
도심까지 2 분정도 소요됩니다 .

성공적인 행사
컨퍼런스와 세미나는 룸즈에서 !
귀사의 고객들이 잊지 못할 시간
을 보낼 수 있도록 별도의 오락
및 레저 프로그램을 준비해 드립
니다 .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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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트렌드 호텔
Austria Trend Hotels
Lassallestrasse 3
1020 Vienna - Austria
www.austria-trend.at


아니타 콜링바움
Anita Kollingbaum
Head of Leisure Sales & Distribution
T +43 1 58800 831
F +43 1 58800 888
anita.kollingbaum@austria-trend.at

오스트리아 최대의 호텔 그룹
오스트리아 트렌드 호텔
페어케어스뷰로 그룹 (Verkehrsbüro Group) 은 오
스트리아 트렌드 호텔 26개를 보유한 오스트리아 최
대의 호텔 그룹입니다. 오스트리아 트렌드 호텔은 일
반 고객과 비즈니스 고객 모두에게 이상적인 여행
의 출발점으로, 비엔나 소재의 호텔만 15개에 달합
니다. 호텔의 등급은 4성급이 주를 이루며, 오스트
리아의 주요 도시인 잘츠부르크, 그라츠, 린츠, 인스
부르크에도 7개의 호텔을 운영 중입니다. 인근 국가
의 호텔들로는 슬로베니아의 오스트리아 트렌드 호
텔 루블라냐 (Ljubljana) 와 슬로바키아의 오스트리
아 트렌드 호텔 브라티슬라바(Bratislava)가 대표적
입니다. 그 밖에 리조트 호텔 2개도 오스트리아 키
츠뷔엘 (Kitzbühel) 과 피버브룬 (Fieberbrunn) 도
운영 중입니다.
쇤브룬 궁전 그랜드 스위트
오스트리아 트렌드 호텔은 현재 쇤브룬 궁전 관광은
물론 과거 합스부르크 황실 일가만 기거했던 호화로
운 궁전에서의 특별한 숙박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
다. 쇤브룬 궁전 그랜드 스위트에 묵는 투숙객은 오
스트리아의 찬란한 역사와 황실의 취향이 깃든 이
근사한 궁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
다. 유럽에서 이색적인 숙소를 찾고 계신다면 쇤브룬
궁전의 그랜드 스위트를 놓치지 마세요.
http://thesuite.at/

Linz

Wien

Salzburg

아니타 콜링바움

Anita Kolling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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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sbruck

Fieberbrunn
Kitzbühel

Graz

호텔

은 우아한 가구, 훌륭한 음식, 전
용 컨시어지 서비스, 알라카르트
조식을 제공하는 보다 품격 있는
호텔입니다.
세가지 호텔 카테고리
어떤 호텔을 원하시나요? 오스트
리아 트렌드 호텔은 보유 호텔을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고객
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호텔
을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첫째, '스마트 호텔'
은 숙박과 조식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둘째, '컴포트 호텔'은 좀
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컨퍼
런스나 세미나에 적합한 호텔입
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호텔'

트렌드를 앞서가는 호텔
오스트리아 트렌드 호텔은 언제
나 시대를 앞서갑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슈퍼푸드에 대한 관
심이 높습니다. 로컬 유기농 농산
물로 만든 조식부터 세미나 휴식
시간에 제공되는 활력충전 중식
까지, 오스트리아 트렌드 호텔이
제공하는 신선한 음식은 언제나
고객의 만족을 보장합니다 .

편안한 잠자리로 상쾌한 하루를
오스트리아 트렌드 호텔의 투숙
객들은 오스트리아산 고급 베개
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로컬 유기농 농산품을 조리하
는 맛있는 조식 뷔페에서는 '굿모
닝 마스터'가 투숙객을 맞이하며,
현지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나
도시의 맛집들을 추천해 줍니다.
여행 중 실외활동을 즐기는 투숙
객들은 객실 내에 비치된 지도로
호텔 인근의 추천 조깅 코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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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오스트리아
Imperial Austria
Schönbrunner Schloßstraße 47
1130 Vienna - Austria
www.schoenbrunn.at
www.zoovienna.at
www.hofburg-wien.at
www.hofmobiliendepot.at
www.schlosshof.at


크리스티네 클뢰슈
Christine Klösch
Key Account Manager International
T +43 1 8111 3413
Kloesch@schoenbrunn.at

임페리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생활을
간접체험해 보세요

브랜드
‘임페리얼 오스트리아 ' 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매
력적인 관광지 6 곳을 홍보하는 업체입니다 . 오스트
리아에 보존된 귀중한 유산들은 오스트리아 황실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합스부르크 왕가
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생활상을 다각적으
로 보여줍니다 .
다양성
임페리얼 오스트리아는 역사와 자연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비엔나 안팎의 유서 깊은 장소 6 곳을 소개
합니다 .
• 오리지널 가구와 실내장식을 간직한 왕궁 4 곳 ( 쇤
브룬 궁전 , 호프부르크 왕궁 , 호프 궁전 , 니더바
이덴 궁전 )
• 찬란한 역사의 바로크식 정원들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
• 황실 가구 컬렉션 - 황실 가구 박물관

Schloss Hof
Schloss Niederweiden
Wien

크리스티네 클뢰슈

Christine Klö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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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부르크 왕궁의 씨씨박물관
호프부르크 왕궁은 황실의 거처
를 본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프란츠 요제프 황제와 엘
리자베트 ( 씨씨 ) 황후의 황실 생
활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 씨씨
박물관은 갖가지 감정을 불러일
으키는 곳으로 , 시와 개인 물품 ,
초상화 들에서 황후의 남다른 인
생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

쇤브룬 궁전 황실의 여름별장과 동물원
쇤브룬 궁전과 이곳의 멋스러운
정원은 베르사유 궁전과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매혹적인 바로크
양식의 집합처이자 진정한 종합
예술의 현장입니다 . 건축과 자연
을 한데 아우르는 바로크 양식
의 개념에 걸맞게 웅장한 왕궁
과 보물 같은 정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 쇤브룬 궁전
의 바로크풍 정원에는 세계 최고
( 最古 ) 의 동물원이 자리하고 있
습니다. 1752 년에 합스부르크 왕
가가 황실 동물원으로 설립한 이
곳은 그동안 수차례 유럽 최고의
동물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호프 궁전 오스트리아 최대의 시골별궁
비엔나에서 차로 한 시간만 가면
전원지대에 드넓게 펼쳐진 또 다
른 예술의 총체인 호프 궁전의
장관과 마주하게 됩니다 .
과거 황실의 시골별장으로 사용
된 이곳은 1725 년 군사 지도자
였던 사뵈의 외젠 공자를 위해
지어졌으며 , 마리아 테레지아 재
위기에 오스트리아 최대의 시골
별궁으로 증개축되었습니다. 대저
택과 예술적으로 꾸며진 7 개의
테라스 정원 그리고 환상적인 경
관의 농장은 황실의 영광과 전원
의 소박함이 한데 어우러진 인상
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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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갤러리 벨베데레
Österreichische Galerie Belvedere
Prinz Eugen-Straße 27
1030 Wien - Austria
www.belvedere.at


앙겔리카 체르니
Angelika Czerny
Head of Tourism
T +43 664 800 141 339
a.czerny@belvedere.at

비엔나 모더니즘의 대표 화가 클림트,
쉴레, 코코슈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바로크 양식의 궁전
벨베데레 ( Belvedere) 는 사뵈의 외젠 공자의 여름
별궁으로 지어졌으며 , 웅장한 정원을 갖추고 있습
니다 . 세계에서 손꼽히는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로 ,
2001 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
니다 . 벨베데레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는 오스트
리아 미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 소장품은 ' 키
스' 와 ' 유디트 I' 를 비롯한 세계 최대의 구스타프 클
림트 컬렉션과 메서슈미트 , 발트뮐러 , 반 고흐 , 모
네 , 쉴레 , 코코슈카의 걸작들을 망라합니다 .
벨베데레는 건축가 요한 루카 스 폰 힐데브란트
(Johann Lucas von Hildebrandt ) 에 의 해 바 로
크 양식의 상궁과 하궁 및 넓은 정원으로 설계되
었습니다 . 1723 년에 완공된 상궁에는 1955 년 오
스트리아 국가 조약이 체결된 역사적 장소인 마
블 홀 ( Marble Hall ) 과 채 플 실 ( Palace Chapel ),
중 앙 계 단 (Grand Staircase ) 과 살 라 테 레 나
(SalaTerrena ) 등 건축의 백미가 가득합니다 .
벨베데레 궁전은 세계 최초의 공공박물관으로 , 마리
아 테레지아 재위기부터 상궁에서 제국의 미술 컬렉
션들을 전시하기 시작하였으며 , 현재는 800 년에 이
르는 미술사를 망라하는 작품들을 소장 중입니다 .

Wien

앙겔리카 체르니

Angelika Czer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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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벨베데레 궁전의 정원은 유럽 역
사상 커다란 의의가 있는 프랑스
식 정원으로 , 후기 바로크 시대
의 정원 조경을 잘 보여줍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723 년 완공된 벨베데레 상궁에
는 마블홀과 채플실 , 살라 테레
나 같은 건축의 백미들이 가득합
니다 . 2018 년에 새로 정비된 상
설전시관은 클림트의 ‘키스’를 비
롯해 중세부터 현재에 이르는 걸
작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 벨베
데레 상 · 하궁과 정원은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클림트 컬렉션
벨베데레 컬렉션 중 단연 으뜸은
클림트의 세계적인 명작 ‘키스’ 입
니다 . 이 작품은 약 4 제곱미터
면적의 캔버스에 클림트 특유의
황금빛 찬란한 색채로 서로 포옹
하고 있는 연인을 우의적으로 표
현한 작품입니다 .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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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오브 비엔나 / 쿠어살롱 비엔나
Sound of Vienna GmbH /
Kursalon Vienna
Johannesgasse 33
1010 Vienna - Austria
www.soundofvienna.at
www.kursalonwien.at


산드라 쿠티
Sandra Kuthy
Sales Manager
T +43 1 5125790 - 34
s.kuthy@soundofvienna.at

쿠어살롱 비엔나에서 매일 열리는
슈트라우스 & 모차르트 콘서트
비엔나 중심부의 쿠어살롱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 슈
트라우스 & 모차르트 콘서트' 를 감상하며 비엔나
의 밤을 제대로 만끽해 보세요 . 이곳은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 세가 왈츠와 폴카 , 프롬나드 콘
서트 ( 사람들이 서거나 바닥에 앉아서 음악을 듣는
교향악단 연주회 ) 를 펼치며 청중을 환상의 세계로
인도했던 곳입니다 .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도 츠뵐
퍼 ( Udo Zwölfer ) 교수가 지휘하는 ' 올드 비엔나 '
오케스트라가 옛 방식 그대로 이어갑니다 . 유명 오
페라가수들과 발레 무용수 한 쌍의 무대가 오케스
트라의 연주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

Wien

산드라 쿠티

Sandra Ku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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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 디너 패키지
레스토랑 요한 (Johann) 에서 고
급스런 만찬을 즐긴 뒤 같은 건
물의 콘서트홀로 이동하 여 슈
트 라 우스 & 모 차르 트 콘서 트
를 감상해 보세요 . ' 황제의 왈츠
( Emperor's Waltz)' 와 ' 제 국 의
비엔나 ( Imperial Vienna)' 패키지
중에서 선택만 하세요 . 나머지는
사운드 오브 비엔나가 여러분의
완벽한 밤을 책임지겠습니다 .

크리스마스 갈라
오스트리아의 전통 크리스마스
만찬으로 시작해서 콘서트 감상
으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크리스
마스를 더 제대로 즐길 방법이
있을까요 ? 아름답게 장식된 실내
공간에서 유명 왈츠 선율을 들어
보세요 . 어쩌면 징글벨 연주가
들려올지도 모른답니다 .

요한 슈트라우스 무도회
(2020 년 2 월 15 일 )
쿠어살롱은 1 년에 단 한 번 , 춤
애호가 들이 왈츠곡 선율에 몸
을 맡기는 슈트라우스 무도회장
으로 변신합니다 . 맛있는 저녁식
사를 즐기고 , 훌륭한 연주를 감
상하고 , 왈츠 워크숍에서 간단한
왈츠 스텝을 배우고 , 한밤중에
카드리유 ( 네 쌍 이상의 사람들
이 네모꼴을 이루며 추는 춤 ) 를
추며 더없는 즐거움을 만끽하세
요 . 잠자고 있던 무도화를 꺼내
들기에 딱 좋은 기회입니다 !

© Sound of Vienna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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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홀딩
Wien Holding Cultural Enterprises
Universitätsstraße 11
1010 Vienna - Austria
www.wienholding.at


니나 뇌리그
Nina Nöhrig
Tourism & Sales
T +43 1 5121791 30
F +43 1 5121791 91
n.noehrig@mozarthausvienna.at

빈 홀딩과 함께 하는 문화 체험
빈
트
을
빈
표

홀딩 ( Wien Holding) 은 유럽 최대의 엔터테인먼
그룹 중 한곳으로 비엔나 문화 행사 씬을 빈 홀딩
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홀딩은 주요한 문화적 족적을 남긴 비엔나의 대
박물관 네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모차르트하우스 비엔나 (Mozarthaus Vienna) – 현재 비
엔나에 남아있는 유일한 모차르트의 거주지
• 하우스 오브 뮤직 (Haus der Musik) – 비엔나 대표 작곡
가들을 만날 수 있는 체험형 음악 박물관
• 비엔나 유태인 박물관 (Jewish Museum Vienna) – 유태
인의 역사와 문화 , 전통을 소개
• 쿤스트하우스 비엔나 (Kunst Haus Wien) – 비엔나가 배
출한 세계적인 건축가 훈데르트바서의 다양한 작품을 소
장하고 있으며 , 사진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
미술 작품들을 전시 .

이 네 곳 외에도 빈 홀딩 사는 빈 극장 ( Theater an
der Wien ) 에서는 그랜드 오페라를 , 라이문트 극
장 (Raimund Theater ) 과 로나허 극장 (Ronacher
Theater ) 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뮤지컬을 , 비엔
나 슈타트할레 (Stadthalle ) 에서는 다양한 콘서트
및 이벤트를 , 쾌속 쌍동선 트윈 시티 라이너 ( Twin
City Liner ) 및 DDSG 블 루 다 뉴 브 (DDSG Blue
Danube ) 에서는 유람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밖에
도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티켓팅 서비스 업체 비엔
나 티켓 ( Wien-Ticket ) 또한 운영합니다.

Wien

니나 뇌리그

Nina Nöh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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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음악 체험
클래식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는
클래식 음악 박물관 두 곳이 있습
니다. ' 하우스 오브 뮤직 (Haus
der Musik)' 에서는 가상 지휘 체
험을 통해 비엔나 필하모닉을 직
접 지휘해 볼 수 있습니다.
' 모차르트하우스 비엔나 ( Mozart
haus Vienna )' 는 모 차 르 트 가
가장 많은 곡을 작곡한 장소이
자 모차르트의 과거 거주지로 투
어 관람객에게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또한 제공 됩니다 .

비엔나 최초의  ' 초록 박물관 '
쿤스트하우스 비엔나 (Kunst Haus
Wien) 는 비엔나 최초의 '초록 박
물관' 으로 , 관람객들에게 훈데르
트바서 (Hundertwasser) 의 생태
주의적 작품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쿤스트하우스 비엔나는 그의 전작
중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모아 세
계 최대의 훈데르트바서 회화 컬
렉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비 엔 나 의 DDSG 블 루 다 뉴 브
( Blue Danube ) 데이 크루즈 또
는 라이브 음악 , 댄스 공연 , 디
너를 즐길 수 있는 야 간 테마
크루즈를 타보세요 . 쾌속 쌍동
선 트윈 시티 라이너 ( Twin City
Liner ) 를 타고 비엔나 시내에
서 75 분 거리의 브라티슬라바
( Bratislava ) 구시가지로 건너가
는 것도 추천합니다 .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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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쇤브룬 팰리스 콘서트
Schönbrunn Palace Concerts Vienna
Schönbrunn Schlossstrasse 47
1130 Vienna - Austria
www.imagevienna.com


페터 호세크
Peter Hosek
Managing Director
T +43 1 812 5004
peter.hosek@imagevienna.com
미렐라 파리닉-쾨글
Mirela Palinic-Kögl
Head of Operation
T +43 1 812 5004
Mirela.Palinic-Koegl@imagevienna.com

비엔나 쇤브룬 궁전에서 즐기는
클래식 콘서트
쇤브룬 궁전 오케스트라 (Schönbrunn Palace Orchestra)
가 여러분을 쇤브룬 궁전의 유서 깊은 별관 오랑제리
(Orangery) 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음악과 춤, 노래의
밤으로 초대합니다! 모차르트가 과거 연주했던 이곳에
서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음악을 만끽하세요!
오랑제리는 요제프 2세 당시 성대한 축제가 열리던
곳으로 이런 전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
습니다! 저명한 비엔나 쇤브룬 궁전 오케스트라의 연
주는 비엔나 여행의 하이라이트로도 손색이 없습니
다!
세계에서 가장 긴 오랑제리 건물에서 볼프강 아마데
우스 모차르트와 요한 슈트라우스 음악의 선율을 타
고 비엔나의 고전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2
명의 오페라 가수와 매력적인 발레 무용수 한 쌍이
이 멋진 저녁에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콘서트가 펼쳐지는 동안엔 오랑제리가 찬란한 빛으로
물듭니다. 오랑제리 콘서트장 천장에 투사되는 화려
한 조명 속에서 클래식의 밤을 즐겨 보세요!
연주회는 매일 밤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

W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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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호세크

미렐라 파리닉-쾨글

Peter Hosek

Mirela Palinic-Kögl

액티비티

특별 단체 전용 패키지
특별 단체 전용 패키지 : ' 저녁 식
사 & 연주회 ', ' 궁전 야간 가이드
투어 & 연주회 ', ‘궁전 야간 가이
드 투어 & 저녁 식사 & 연주회’
상품 중 선택 가능
연주회 또는 디너 & 콘서트와 결
합 된 야간 가이드 투어 상품 선
택 시 궁전 정규 개방시간 이후
에 투어가 진행됩니다.
호텔 복귀 버스 제공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편을 문의하
세요 ! 25 인 이상 단체 관람객에
게는 연주회 이후 비엔나 도시 내
투숙 호텔로 돌아가는 교통편을
마련해 드립니다.
비엔나 와인 맛보기 & 연주회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도심
내 대규모 와인 산지가 있는 세계

유일의 대도시입니다. 비엔나 와인
은 에들모저 (Edlmoser), 크리스트
(Christ), 비닝어 ( Wieninger), 마이
어 (Mayer), 코벤츨 (Cobenzl), 푸
어 가 슬 - 후 버 (Fuhrgassl-Huber)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비엔나
와인 4~5 종 와인 테이스팅 후 음
악회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 가
격 별도 문의 )

© WKE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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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스코프 인커밍 & 이벤트 여행사
Euroscope Incoming &
Events Touristik GmbH
Annagasse 5/1/5
1010 Vienna - Austria
www.euroscope.at

최선의 가격, 최고의 품질
중동부유럽 전문 랜드사 유로스코프는 오스트리아
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지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
고 있으며,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순회여행을 최선의
가격과 최고의 품질로 제공합니다.



임창로
Changro Im
President
T +43 1513 4979
im@euroscope.at

Wien

임창로

Changro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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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사

스 (Café Haus) 에서 커피를 마
시거나, 모차르트와 슈베르트가
비엔나에서 자주 찾았던 역사적
인 '호이리겐 (햇와인 주점)'에서
와인과 저녁식사를 즐겨 보세요!

테마 관광: 음악
비엔나에서는 베토벤이 제9번 교
향곡을 작곡했던 바로 그 숲속
길을 따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비엔나 중심가의 건물들을 찾아
가면 유명 음악가들과 그들의 음
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매일 밤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
장 (Wiener Staatsoper), 비엔나
폴크스오퍼 (Volksoper),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Musikverein) 같
은 곳을 찾아 음악회를 감상할
수도 있지요. 쇤베르크가 멜랑주
(Melange) 를 즐겼던 카페 하우

기업 출장 여행
많은 사람들이 시야를 넓히기 위
해, 또 중요한 사업상의 접촉을
위해 유럽을 찾습니다. 유로스코
프는 풍부한 인맥과 연고로 여러
분의 사업상 방문을 보다 편안하
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테마 관광: 겨울 스포츠
오스트리아는 겨울 스포츠의 나
라입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에
서 환상적인 겨울 체험을 하고 싶
으시다고요? 말씀만 하세요! 경
험 많은 전문가 팀이 스키, 스노
보드, 크로스컨트리 여행 계획을
성심성의껏 짜드립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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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오스트리아 행사 일정
2019년
10/5

11/15 ～ 11/22

11/16 ～ 12/24

11/16 ～ 2020/1/6

11/21 ～ 12/26

11/23 ～ 2020/1/5

11/23 ～ 2020/2/23

12월 초

12/19 ～ 2020/4/19

12/27 ～ 2020/3/1

12/31

12/31

2020년
1/1

1/10 ～ 1/19

1/17 ～ 1/20

1/23 ～ 2/2

2/20

3/25 ～ 9/6

3/27 ～ 4/13

3/28 ～ 4/14

4/3 ～ 4/14

4/4 ～ 4/13

4/19

4/25 ～ 10/31

5/8

5/15

5/21

5/21 ～ 5/24

6/11

6/20、6/21、6/28

6/25 ～ 6/27

7/3 ～ 7/5

7/9 ～ 8/22

7/23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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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밤

비엔나 아트 위크

비엔나 크리스마스 드림
( 비엔나 마켓 & 아이스 스케이팅 )

인스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

잘츠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

쇤브룬 크리스마스 마켓

아이스 매직 린츠

크람푸스와 성 니콜라스 행진

< 베토벤 : 인간계와 찬란한 신의 불꽃 > 전 ( 展 )

비엔나 아이스 드림

호프부르크 실베스터 무도회
( 신년 전야 무도회 )

오스트리아 전역의 박물관

비엔나

비엔나 시청 앞 광장

인스부르크 황금지붕 앞

잘츠부르크 레지덴츠 광장 ( 대성당 광장 )

비엔나 쇤브룬 궁전 정원

린츠 폴크스가르텐

오스트리아 전역

비엔나 ,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프룬크자알

비엔나 시청 앞 광장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

신년 전야 불꽃축제

오스트리아 전역

신년 음악회

오스트리아 전역

2020 동계 월드 마스터스 게임

돌로미텐라우프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

모차르크 주간

오페라 무도회

베토벤전

알트비너 부활절 마켓

쇤브룬 부활절 마켓

인스부르크 부활절 마켓

잘츠부르크 부활절 마켓

비엔나시 마라톤

< 세계의 대극장 - 잘츠부르크 축제 > 전

종전 75주년 야외 음악회 ,
베토벤의 ' 피델리오 ' 에서 발췌 ( 무료 )

비엔나 페스티벌 개막식 ( 무료 )

비엔나 필하모닉 여름밤 음악회

수선화 축제

성체축일 행진

하계 불꽃축제

야외 음악회 " 엘리자베트 "

포뮬러 1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뫼르비슈 페스티벌 ( 뫼르비슈 호수축제 )

브레겐츠 페스티벌

인스부르크

리엔츠 ( 동부 티롤 )

잘츠부르크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비엔나 프라이융

비엔나 쇤브룬 궁전 정원

인스부르크

잘츠부르크

비엔나

잘츠부르크 박물관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

비엔나 시청 앞 광장

비엔나 쇤브룬 궁전 정원

아우스제를란트 지역

할슈타트

알프스 지역 전역

비엔나 쇤브룬 궁전

슈필베르크 레드불링

뫼르비슈 암 제

브레겐츠

행사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www.austria.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