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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gettable
Europe Rail Trip
낭만과 행복을 좇아 떠난 유럽 기차여행
“열차는 여행의 정수를, 그것이 지닌 마력을 모두 담고 있는 보물단지 같았다.” 1898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소설가
조제프 케셀이 남긴 말이다. 유럽에서 기차는 산업화의 상징이자 여행을 활성화시킨 촉매제였다.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이야깃거리가 된다. 많은 탈것이 보급됐지만, 기차여행은 오늘날에도 매력적이다. 안전하고 정확할뿐더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족과 함께 유럽을 간다면 열차보다 훌륭한 대안은 없다.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뿐일
유럽 기차여행을 꿈꾸는 가족을 위해 프라하에서 베로나에 이르는 여로에 나섰다.
사진 김주형 기자 · 글 박상현 기자, 협찬 레일유럽(www.raileuro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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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아의 예술혼이
빚은 매혹적인 공간
정치권력은 필연적으로 과시욕을 낳는다. 대규모 토목공사는
이러한 욕구의 발현이다. 체코 서부 보헤미아의 왕도였던 프라하는
영화로운 시기를 맞을 때마다 변신을 거듭했다. 웅장한 성과 교회,
첨탑과 광장이 속속 생겨났다. 천년에 걸쳐 이뤄진 역사(役事)는
마침내 동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도를 탄생시켰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유럽 여행은 큰 도전이다. 큰 도시를 돌아볼
때는 종일 걸어야 하고, 물가가 비싸 경비가 적지 않게 든다. 체력과 금
전 면에서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떠나기로 결심했다
면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고개를 든다. 이
왕이면 유럽의 다채로운 풍경과 문화를 접하게끔 해야 한다는 의무감
과 압박감에 사로잡힌다.
프라하에서 출발해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Innsbruck)를 거쳐 이탈리아 베로나(Verona)에서 종지부
를 찍는 여정은 이러한 고민의 해답이다. 알프스의 북쪽과 남쪽, 중부
유럽과 남부 유럽을 아우르고 지역마다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이 다르
다. 도시의 규모와 속한 나라 또한 제각각이다. 이동하는 데 4시간 안
팎이 걸린다는 사실도 장점이다. 정해진 시간에 최대의 효용을 얻기에
는 제격이라 할 수 있다.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는 네 도시 가운데 가장 크다. 하지만 볼거리는
시내를 관통하는 블타바강의 양안에 집중돼 있다. 한편에는 옛 시청사
가 있는 구시가, 반대편에는 프라하 성이 위치한다. 두 곳을 연결해 주
는 다리가 명성이 자자한 카를교(Karluv Most)다.
카를교는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교각으로 1342년 홍수로 붕괴
된 유디틴(Juditin) 다리를 대체하기 위해 건설됐다. 1357년 당시 황제
였던 카를 4세가 공사를 명해 1402년에 준공됐다. 카를 4세는 1357년
7월 9일 오전 5시 31분에 초석을 놓았다고 전하는데, 월과 일의 숫자
를 바꾸면 9를 정점으로 하는 수열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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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 다리인 카를교는 한밤중과 새벽녘을 제외하면 인산인해를
이룬다. 인파에 떠밀려 종종걸음을 놓아야 할 정도로 행인이 많다. 우두
커니 앉아 경치를 감상하는 일은 언감생심이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초상
화를 그려주는 거리 예술가들이 곳곳을 점령하면 밀도는 더욱 높아진다.
길이 515m의 다리에는 조각상 30개가 난간 위에 세워져 있는데, 한가운
데 있는 성 얀 네포무츠키(Sv. Jan Nepomucky)의 동상은 소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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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동판이 있어 더욱 혼잡하다.
프라하의 본격적인 역사는 보헤미아와 동쪽의 모라바(Morava)를 다스
린 왕조가 출현한 10세기에 시작된다. 이후 중세와 근대에는 룩셈부르
크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가 프라하를 통치했다. 수많은 국왕 중에 단
한 명을 기억해야 한다면 단연 카를 4세다. 1316년 프라하에서 출생한
그는 보헤미아와 독일의 왕이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위세를 떨쳤고,
교황이 로마 대신 프랑스에 체류했던 아비뇽 유수를 종식시켰다. 카를 4
세의 재위 기간에 프라하는 유럽의 변방에서 중심지로 한 걸음 다가섰고,
카를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성 등 여러 건축물이 낙성됐다.
3

1

1 바츨라프 광장 너머로 보이는 국립박물관. 2 어두운 빛깔의 화약탑과 밝은 색조의 시민회관. 3, 7, 8 프라하의 거리 풍경. 프라하에는 나무로 제작한 물품이 많다. 4 카를 4세가 건립한 프라하
대학. 5, 6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가 초연된 스타보브스케(Stavovske) 극장. 9 바츨라프 광장. 10 구시가 광장 부근에 있는 카프카의 생가. 11 옛 시청사 시계탑에서 본 프라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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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의 어느 날, 시계추가 멈추다
카를교에서 구시가 광장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
된다. 교차로가 많아 헷갈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
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된다. 구시가 광장에는 천
문시계가 달려 있는 옛 시청사와 600년 전 순교한 종교
개혁가인 얀 후스(Jana Husa)의 동상, 두 개의 탑이 솟
아 있는 틴(Tynem) 성모 교회가 있다. 고딕을 비롯해 바
로크, 로코코 등 다양한 양식이 혼재돼 있어 수백 년의
건축사를 훑어볼 수 있다.
옛 시청사는 카를교와 함께 프라하를 대표하는 장소로
14세기부터 지어졌다. 내부에는 프라하의 중요한 사건
을 그린 그림과 벽화가 있으며, 시계탑에도 올라갈 수
있다. 프라하에서 첫손에 꼽히는 전망대인 시계탑에서는
사람 한두 명만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발코니에서 사위를
내려다볼 수 있다. 높이가 비슷한 붉은 지붕 건물 사이
사이에 첨탑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오후 10
시까지 개장해 석양과 야경을 감상하기에도 좋다.
시각은 물론 낮과 밤의 시간, 날짜, 별자리를 알려주는
천문시계는 프라하 최고의 명물이자 가장 인기 있는 공
연의 무대이다. 15세기 유럽 과학기술의 총체로 오전 9
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각이 되면 짧은 인형극이 펼쳐진
다. 천문시계 옆에 있는 해골은 모래시계를 뒤집고, 시계

2
1

50 201506

1 구시가 광장의 가운데에는 얀 후스의 동상이 있다. 동상 오른쪽의
높다란 건물이 틴 성모 교회다. 2 옛 시청사의 천문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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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카프카와 밀란 쿤데라 이외에도 프라하에서 문학적 소양을 키운 작가는 많다.
‘로봇’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카렐 차페크, 가난한 현대인의 삶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한 보후밀
흐라발은 젊은 시절에 프라하에서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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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는 예수의 12제자가 비친다. 다른

리 왕궁과 성당, 광장이 복합돼 있는 널따란 지역을 통칭한다.

조각상도 저마다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대단한 구경거리는

그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건축물은 성 비투스(Sv. Vita) 대성당

아니지만, 50분쯤 되면 여행자가 운집한다.

이다. 로마네스크양식의 예배당을 1344년부터 1929년까지

프라하 구시가 기행은 화약탑(Prasna Brana)에서 종료된다.

600년 가까이 증축해 고딕양식으로 탈바꿈시킨 노작으로, 천

1475년 완공된 화약탑은 구시가로 들어서는 관문으로 보헤

상의 신에게 다가가려는 인류의 집념이 배어 있다. 실내에는

미아 왕의 대관식이 거행됐던 장소다. 18세기에 화약 창고로

황홀한 빛을 발하는 스테인드글라스와 높다란 아치, 왕과 성

이용됐던 탓에 지금의 이름을 얻었고, 19세기에는 후기 고딕

자의 무덤이 있다.

양식으로 재건됐다. 거뭇거뭇한 모습이 카를교의 탑과 무척

성 비투스 대성당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옛 왕궁 역시 카를 4

흡사하다. 화약탑 바로 옆에는 아르누보양식의 시민회관이 자

세 때 고딕양식으로 보수됐다. 서유럽의 궁전에 비하면 간소하

리한다.

지만, 기마병의 싸움이나 연회가 벌어졌던 블라디슬라브

화약탑 남쪽의 ‘신시가’는 서울 강남처럼 근자에 개발된 곳이

(Vladislavsky) 홀과 각 지방의 문장을 천장에 그린 토지 대장

아니다. 특히 바츨라프(Vaclavske) 광장은 카를 4세가 왕권

의 방, 높이가 340㎝에 달하는 대형 고가구 등은 볼만하다.

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348년부터 조성됐다. 광화문 광

17세기 초반 유럽 대륙 전체가 휘말린 30년 전쟁의 단초가 된

장처럼 중앙에 길쭉한 보행자 공간이 있고, 양옆에 자동차가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 일어난 방도 둘러볼 수 있다.

오가는 도로가 나 있다. 광장이라기보다는 대로에 가깝지만,

프라하 성에서는 황제와 신하, 성직자 외에도 신분이 낮은 기

작은 공원과 편의시설이 있어 많은 주민과 길손이 찾는다. 광

술자와 병사가 살았다. 성의 동쪽 끝에 있는 ‘황금소로’(Zlata

장의 끝에는 체코의 문화재가 집대성돼 있는 국립박물관과

Ulicka)가 그들의 영역이었다. 좁은 골목을 따라 2층짜리 가

10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여 국교로 정한 성 바츨라프(Sv.

옥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22번 집은 ‘변신’과 ‘성’ 등을 쓴 유

Vaclav)의 기마상이 있다.

대계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작업실이었다. 건물의 1층은 대부

프라하의 여기저기에 건물을 남긴 카를 4세는 구시가 건너편

분 관광객을 위한 상점으로 개조됐고, 2층의 기다란 복도에

의 성에 거주했다. 프라하 성은 독일 노이슈반슈타인 성과 달

는 갑옷과 투구가 전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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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탑의 높이가 96.5m이고 길이가 124m인 성 비투스 대성당. 2, 5 카를교에는 캐리커처를 그리거나 공연을 하는 예술가가 많다. 3 얀 네포무츠키의 조각상. 4 블타바강과 카를교. 6, 7, 9 성 비투스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와 조각상, 목판 부조. 8 카프카 박물관 앞에 있는 익살스러운 분수. 10 구시가 상점의 마카롱. 11 황금소로 2층에 전시된 갑옷. 12 프라하 성 옛 왕궁의 블라디슬라브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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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수장고로 건설된 고성
카를교를 세운 카를 4세는 프라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재화와 보물을 보관하기 위한 성을 지었다.
프라하에서 한나절 정도 시간을 내서 다녀오기 좋은 카를슈테인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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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가 복잡한 카를슈테인 성. 2, 4, 6 성 내부는 예전 모습으로 복원돼 있다. 2번 사진은
‘조상의 방’. 3 접견실에 마련된 황제의 의자. 5 황제의 왕관 복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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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전날 저녁식사를 함께한 체코관광청 관

이 대여섯 명인 마차에 오르면 경쾌한 말발굽 소리가 마을 전

계자는 “체코의 일반적인 농촌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체에 퍼진다. 이 소리를 들은 주민들은 밖으로 나와 여행자에

말했다. 프라하에서 불과 30분 정도를 달려왔는데, 경관이 완

게 미소와 인사를 건넨다.

전히 딴판이다. 시골의 간이역 같은 역사(驛舍)는 한산하고,

카를슈테인 성은 1345년 카를 4세의 지시로 착공됐다고 전한

성은 왕궁과 마리아 탑(Marian Tower), 대형 탑으로 구성된

도록 설계한 장치다. 조상의 방에는 보헤미아 왕의 초상화들

건물 대신 목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성은커녕 마을도 보이

다. 그는 2년 뒤 보헤미아의 왕위에 올랐다. 공사는 20년 동안

다. 가장 높이 솟은 건물이 대형 탑이고, 왕궁은 절벽 위에 길

이 걸려 있다. 또 마리아 탑에는 보헤미아 왕국과 신성로마제

지 않는다. 강을 건너고, 고즈넉한 흙길을 타박타박 걷자 관광

계속됐고, 1365년 대형 탑(Great Tower)에 성 십자가(Holy

게 지어졌다. 왕궁 내부는 신하의 방, 기사의 방, 사제의 방,

국의 왕관 복제품과 회화 등이 전시돼 있다.

안내소가 나타났다.

Cross) 예배당이 갖춰진 뒤 마무리됐다. 이후 성은 약 200년

황제의 침실, 접견실, 조상의 방 등으로 나뉘며, 별다른 장식이

카를슈테인 성은 가이드 투어로만 돌아볼 수 있다. 5~10월에

언덕 위에 자리한 카를슈테인 성을 오르는 방법은 크게 세 가

동안 보헤미아의 왕관을 지키는 거대한 금고 역할을 했고, 한

없어 검박하고 스산하다. 가장 흥미로운 공간은 사방이 나무

는 1시간 40~50분 정도 소요되며, 최대 인원은 16명이다. 성

지다. 보통은 도보로 이동한다. 아니면 안내소에서 택시나 마

때는 여름 별장으로 쓰였다. 19세기 후반에는 대대적인 보수

판으로 에워싸인 접견실인데, 황제가 앉는 의자가 창문을 등

십자가 예배당을 구경하는 대형 탑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된

차를 타고 향한다. 가장 편하고 인상적인 수단은 마차다. 정원

공사가 벌어져 외관에 신고딕양식이 가미됐다.

진 채로 놓여 있다. 알현하는 신하가 황제의 표정을 알 수 없

다. 6월에는 화~금요일, 7~8월에는 매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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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열차 패스를 가진 사람에게는 정처가 없다. 그날그날 가고 싶은 곳을 택하면 된다. 뜻하지 않게
수려한 풍경, 좋은 사람과 조우할 수도 있다. 신기하게도 기차 안에서는 대화 몇 마디에 흉금을 터놓는 사이가 된다.
지금까지 어떤 여행을 했고,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인지 묻고 답하다 보면 동질감과 친밀감이 생겨난다.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헤어짐이 아쉽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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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짜 이별이 이뤄지는 곳은 기차역이다. 플랫폼에서는 간절한 눈빛과 몸짓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연인을 볼 수 있다. 열차가 떠날 때까지 그들의 작별 의식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출발과 도착은 서로 이어져 있는
법이다. 기차에서 내린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해후에 감격스러워한다. 유럽의 기차역에서는
삶의 감정이 극적으로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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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슬로바키아의 언어학자인 안톤 베르놀라크의 동상. 2 구시가의 서쪽에 있는 성 마틴 대성당.

푸근하고 소박한 슬로바키아의 수도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슬로바키아는 체코의 뒤에 붙는 후렴이나 꼬리말 같았다. 그래서 여전히 생경하고 낯설다.
하지만 동유럽에 자유의 물결이 밀려오자 슬로바키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을 이뤘다. 브라티슬라바는 프라하보다
작고 수수하지만, 이방인의 마음을 안온하게 감싸주는 도시다.

았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수도인 빈과 부다페스트가 가깝

라바는 일국의 수도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담하다. 장엄하고 고

다고 부연했다. 세 도시를 연계한 여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

풍스러운 건물도 많지 않다. 유럽의 다른 대도시와 어깨를 견주

다. 다음으로 내놓은 장점도 비슷했다. 그녀는 브라티슬라바가

기에는 다소 겸연쩍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브라티슬라

“역사적으로 전략적인 장소”였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중세부터

바를 돋보이게 한다. 기대하지 않았던 보물과 마주한 기분이다.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 16세기 중반에는 헝가리의 도읍이 됐

907년 사서에 처음 등장한 브라티슬라바는 11세기부터 헝가리

다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 대답이 가장 와 닿았다.

의 지배를 받았다. 수백 년에 걸쳐 도시는 성장했고, 18세기에

프라하 중앙역을 떠난 기차가 남동쪽으로 달려간다. 차창 밖으

드문 스쳐 간다. 어느덧 열차는 국경을 넘어 슬로바키아로 접어

“브라티슬라바는 인구가 50만 명인 작은 도시예요. 국제화가 진

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새로운 왕궁과 교회, 수도원이 건설되고

로 보이는 경치에는 산이 없다. 끝없이 뻗은 구릉에는 샛노란

든다. 나라는 바뀌었지만, 풍광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차

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요. 또 도심에서

인구도 증가했다. 하지만 헝가리 왕국이 동쪽의 페스트(Pest)로

유채꽃이 하늘거리고,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걸려 있다. 유럽의

이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자동차로 30분만 가면 느낌이 전혀 다른 교외가 나오죠. 강에서

천도하면서 브라티슬라바는 급격히 퇴조했다. 그리고 1918년에

전형적인 전원 풍경이다. 한두 시간쯤 지나자 농촌은 사라지고

문득 브라티슬라바가 궁금했다. 역에서 만난 관광청 직원에게

수영을 해도 될 만큼 자연이 깨끗해요.”

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일원이 됐다.

산업시설이 눈길을 붙잡는다. 오래되고 허름한 가옥들도 드문

다짜고짜 도시의 매력을 물었다. 그녀는 먼저 “좋은 위치”를 꼽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다. 브라티슬

브라티슬라바 구시가는 중앙역과 도나우강 사이에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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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친숙한 슬로바키아 인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유명 인사가
브라티슬라바를 거쳐 갔다. 브라티슬라바에서는 그들에 얽힌 소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구시가에는 본래 네 개의 문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미카엘

리스트의 여러 곡이 처음 연주된 곳이기도 하다. 성당 앞에는

문’(Michalska Brana)이라 불리는 북문만 남아 있다. 중앙역

학살된 유대인을 추모하는 비석이 있다.

에 도착한 여행자는 이 문을 통해 구시가로 들어서게 된다. 13

구시가 탐험을 마친 뒤에는 브라티슬라바 성으로 향한다. 성

세기에 지어진 미카엘 문은 고딕양식의 첨탑이 있어서 멀리서

마틴 대성당에서 올라가면 도보로 10분 남짓 걸린다. 주변을

도 시야에 잘 들어온다. 아치 형태의 문 바닥에는 세계 29개

굽어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세워진 브라티슬라바 성은 중세시

도시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작품인 ‘제로 킬로미터’가 있다.

대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헝가리는 이곳을 왕의 거처

미카엘 문에서 골목을 누비다 넓은 길을 만나 걸어가면 중앙 광

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1811년 나폴레옹의 군대를 막기 위해

장(Hlavne Namestie)에 이른다. 광장에는 옛 시청사와 주교

주둔 중이던 병사가 화재를 일으켜 전소됐고, 150여 년이 지난

의 궁전 같은 중요한 건축물이 모여 있고, 각종 기념품을 파는

1968년에야 재건됐다.

노점도 늘어서 있다. 구시가의 고갱이가 되는 곳이지만, 전혀

18세기 중반의 모습을 토대로 복원된 성은 꽤나 웅장하다. 하

번잡스럽지 않다. 노천카페나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여유

지만 유럽의 다른 고성에 비해서는 별로 멋스럽지 않다. 테이블

를 만끽하는 사람이 많다.

을 다리가 보이도록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새나 단순히 하얗게

성 마틴(Sv. Martina) 대성당은 브라티슬라바에서 가장 크고

마감된 외벽이 감흥을 주지 못한다. 관광객들은 역사박물관으

관심을 끄는 교회다. 14세기 초반에 착공해 1452년에 완공됐

로 쓰이는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간

고, 이후에도 증축이 이뤄졌다. 성당에서는 1563년부터 1830

다. 브라티슬라바 성의 백미는 도리어 발아래로 보는 풍경이다.

년까지 헝가리 왕의 즉위식이 개최됐다. 베토벤의 장엄 미사와

유유히 흐르는 도나우강 너머로 신시가지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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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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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평을 받지만 브라티슬라바에서 빠뜨릴 수 없는 관광지인 브라티슬라바 성. 2 브라티슬라바를 방문했던 안데르센의 동상. 3 미카엘 문. 4 브라티슬라바에서 가장
오래된 예배당. 5 맨홀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듯한 동상. 6 과거에 망나니가 거주했던 거리임을 알려주는 조각. 7 구시가 서점의 내부. 8, 9 브라티슬라바 중앙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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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을 뛰게 하는 알프스의 심장
알프스산맥은 이탈리아 북부를 초승달처럼 감싼다. 이탈리아의 건너편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있다.
알프스는 흔히 스위스의 전유물로 인식되지만, 오스트리아에서도 웅대한 산세를 경험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인스브루크다.

빈을 경유해 도착한 인스브루크는 해발 574m에 위치해서인지 쌀

은 명성을 얻었다.

쌀했다. 차고 맑은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자 정신이 또렷해졌다. 기

사방이 고산으로 둘러싸인 인스브루크는 ‘인(Inn) 강의 다리’라는

차역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귀에 익숙한 클래식 선율이 끊임없

의미다. 스위스에서 발원해 도나우강에 합류하는 인 강은 알프스

이 흘러나왔다. ‘음악의 나라’인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길손을 환영

의 계곡을 따라 흐른다. 인스브루크에는 2천m가 넘는 험준한 산이

하는 메시지 같았다.

남쪽과 북쪽에 버티고 있는 탓에 강물이 동쪽으로 나아간다. 시가

인스브루크는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Tirol)주의 주도다. 동서로 길

지 역시 강변에 바게트처럼 기다랗게 발달돼 있다. 시내 어디에서나

쭉한 티롤주는 위로는 독일, 아래로는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만년설이 있는 봉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

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가장 빠른 육로

인스브루크의 전체적인 지형을 조망하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는 트렌토(Trento)와 인스브루크를 잇는 길이다. 철로 역시 마찬가

1964년과 1976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인스브루크에는 스키장

지다. 뮌헨을 출발한 열차가 인스브루크를 거친 뒤 알프스산맥을

과 리프트 시설이 많다. 그중 여행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노

넘어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로 간다. 알프스의 한가운데 있는

르트케테(Nordkette)다. 구시가의 콩그레스(Congress) 역에서 산

자그마한 도시지만, 사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던 까닭에 예부터 높

악열차를 타면 860m 높이의 훙어부르크(Hungerburg)에 도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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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2 인스브루크 제그루베의 레스토랑.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열차의 환승 지점인 훙어부르크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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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브루크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고장이지만, 젊은 도시이기도 하다. 인구 13만 명 가운데
3만 명이 대학생이다. 여름에는 하이킹,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다.

2

1

5

3

4

고, 이곳에서 다시 케이블카에 오르면 1천905m의 제그루베

인스브루크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몇몇 건물은 막시밀리안 1세

(Seegrube)에 닿는다. 1천345m를 상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의 치세기에 완성됐다. 대표적인 장소가 금빛으로 반짝이는 ‘황

은 20분 남짓이다. 산악열차의 정류장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

금지붕’(Goldenes Dachl)이다. 막시밀리안 1세는 15세기 초반

라자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해 유려하고 독특하다.

에 지어진 이 건축물의 발코니 지붕에 도금한 타일 2천657개를

제그루베에는 옹기종기 지붕을 맞대고 있는 건물과 미려한 알

입혔다. 그는 호화로운 장식이 더해진 이곳에서 광장의 행사를

프스산맥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 야

지켜봤다. 황금지붕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인스브루크의 랜

외에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돼 있고, 실내에도 커다란 창문이 있

드마크로 꼽힌다.

어서 어느 곳을 택하든 비경 감상이 가능하다. 설봉을 배경으로

유럽에서 가장 특이하고 인상적인 무덤으로 평가받는 호프 교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과 창공을 부유하는 새도 눈에 띈

회(Hofkirche) 역시 막시밀리안 1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 특히 볕이 좋은 날에는 맥주나 커피를 시켜놓고 한가로운

내부에 입장하면 성인보다 훨씬 큰 검은 청동상 28개가 묘를 사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제그루베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더 올라

이에 두고 두 줄로 늘어서 있다. 동상의 주인공은 합스부르크

가면 2천256m의 하펠레카르(Hafelekar)도 밟을 수 있다.

가문의 일원으로, 개중에는 여성도 있다. 손의 모양과 옷의 재

고산에서 인스브루크의 아름다운 자연에 빠졌다면, 구시가에서

질 등 정교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감탄을 자아낸다. 80여 년에

는 역사와 문화를 탐방해야 한다. 인스브루크의 도심에는 약

걸친 공사에는 알브레히트 뒤러, 페테르 피셔 등 당대 최고의 예

80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알프스를 넘는 중요한 경로

술가들이 동원됐다.

에 있었던 인스브루크는 중세부터 상인과 나그네를 상대로 장

호프 교회와 붙어 있는 왕궁인 호프부르크(Hofburg)는 1460

사를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1490년대에는 신성로마제

년에 준공됐으나, 18세기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명으로 재건됐

국의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가 머물면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성

다. 바로크양식의 궁내에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인물을 그린 많

장했다. 그는 수차례의 결혼을 통해 티롤과 네덜란드, 밀라노,

은 초상화가 걸려 있다. 고급스럽고 화사하게 꾸며진 25개의

스페인 등을 자신의 세력권 아래 두었다.

방도 돌아볼 수 있다.

6

7

8

1 인스브루크 구시가 최고의 명소인 황금지붕. 2 호프부르크 뒤로 보이는 알프스산맥. 3 구시가에서 만난 소녀들. 4 인스브루크에는 신성로마제국을 상징하는 쌍두 독수리 문장이 흔하다.
5, 7 막시밀리안 1세를 위해 조성된 호프 교회. 6 제그루베의 레스토랑에서는 티롤 지방의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8 성 야곱 교회의 내부. 9 아케이드가 있는 구시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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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로프 아웃렛은 빈이나 브라티슬라바를 여행할 때 들를 만하다. 의류와 잡화뿐만 아니라 주방 용품도 판매한다.
맥아더글렌은 올해 안에 캐나다 밴쿠버에 아웃렛을 개장할 예정이다. 이곳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 신설되는 첫 번째 매장이다.

‘디자이너 아웃렛 판도르프’에서 즐기는 하루
여행에도 쉼표가 필요하다. 고색창연한 거리에서 벗어나 색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는
쇼핑이 제격이다. 맥아더글렌이 운영하는 디자이너 아웃렛 판도르프(Parndorf)에서는 최고의 쇼핑을 경험할 수 있다.

츠가 보통 5만원을 넘지만, 판도르프 아웃렛에서는 3만원 이

아웃렛에서는 연중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계절마다 추가로

하에 살 수 있다. 이탈리아의 나파피리 셔츠나 네스프레소 커

할인해 주는 세일을 실시하고, 한여름과 크리스마스에는 야간

피 캡슐도 싸다. 또 세금 환급(Tax Refund) 서류를 받아 유럽

개장을 한다. 음력설과 한국의 추석, 중국의 국경절 기간에는

판도르프 아웃렛을 운영하는 맥아더글렌은 유럽 아웃렛 시장

아웃렛은 합격점을 충분히 받을 만한 곳이다. 3만㎡의 면적에

을 떠나기 전에 제출하면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인을 겨냥한 프모로션도 진행한다.

의 선구자다. ‘디자이너 아웃렛’을 유럽에 도입했고, 현재는 20

상점 130여 개가 들어서 있으며, 물품의 가격은 시중보다

판도르프 아웃렛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여행자를 위해 점포

판도르프 아웃렛은 요일에 따라 개장 시간이 다르다. 월~목요

개가 넘는 아웃렛을 거느리고 있다. 그중 오스트리아에는 판

30~70% 싸다. 프라다, 버버리, 몽클레어 같은 명품 브랜드뿐

를 밀집해서 배치했다. 방문자 센터를 중심으로 매장이 흩어

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고, 금요일에

도르프와 잘츠부르크(Salzburg)에 아웃렛이 있다. 두 곳은

만 아니라 의류, 신발, 스포츠 용품, 주방 용품 등 취급 품목

져 있다. 한쪽에는 명품과 패션 상점이 몰려 있고, 반대쪽에는

는 오후 9시에 폐장한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오스트리아의 단 둘뿐인 아웃렛이기도 하다. 판도르프 아웃렛

도 다채롭다.

레저 용품과 잡화, 아동복 등을 다루는 가게가 있다. 또 곳곳

지 방문객을 맞는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장한다. 갈 때는 기

은 1998년 영업을 시작했다.

아웃렛에서는 국내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다. 가족여행객

차보다 버스가 편리하다. 빈의 오페라 극장에서 순환버스가

쇼핑몰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양한 상품과 저렴

있다. 특히 유럽에 뿌리를 둔 업체는 매우 저렴하다. 일례가 스

을 위해 만 3세 이상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방과 물품

떠난다. 아웃렛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

한 가격이다. 빈과 브라티슬라바의 중간쯤에 위치한 판도르프

위스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마무트다. 한국에서는 반소매 티셔

보관함도 마련돼 있다.

designeroutletparndor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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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을 오가는 유로시티 열차가 알프스산맥의 골짜기로 향한다. 인스브루크 중
앙역을 출발해 남쪽으로, 산으로 내달렸다. 5월 초인데도 브레네로(Brennero)
역 주변에는 새하얀 눈발이 흩날렸다. 산기슭에는 목축을 하는 농가가 띄엄띄엄
자리했다. 이따금 긴 터널을 통과하기도 했다.
한동안 기차역에는 두 개의 역명이 병기돼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
아의 영토가 된 남부 티롤 지방은 이탈리아어와 독일어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
다. 인스브루크에서 90㎞ 떨어진 볼차노(Bolzano)까지 보첸(Bozen)이라는 지
명을 함께 썼다.
풍광은 알프스 저편의 오스트리아와 구별되는 별세상으로 변해 갔다. 무엇보다
가지런하고 싱그러운 포도밭이 많고, 주택의 색깔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다. 베

1

2

3

4

네토(Veneto)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베로나 또한 따스하고 이국적이었다.
여행자들이 베로나에 들르는 주된 이유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세계적으로 회
자되는 이 희곡은 셰익스피어가 집필했지만, 줄거리가 유사한 창작물은 이전부
터 존재했다. 앙숙 가문에서 자란 자녀 사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상대를 그
리워하며 죽음에 이르는 결말은 그리스 신화에도 있다고 한다. 다분히 허구일 가
능성이 크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史實)보다 믿음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인기는 2010년에 개봉된 ‘레터스 투 줄리엣’(Letters to Juliet)
으로 더욱 높아졌다. 이 영화는 여주인공이 줄리엣의 발코니에서 우연히 50년 전
의 러브레터를 발견한 뒤 이제는 할머니가 된 작성자와 함께 옛 사랑을 찾아 나선
다는 내용으로, 베로나와 주변 지역의 예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베로나 구시가의 에르베(Erbe) 광장 근처에 있는 줄리엣의 집은 항상 인파로 북
적인다. 입구의 벽에는 관광객이 남긴 색색의 낙서가 빽빽하고, 마당은 발코니를

1, 4 카스텔베키오와 스칼리게로 다리. 2 줄리엣의 발코니. 3 폭이 좁은 베로나
구시가의 거리. 5 카스텔베키오 옆으로 흐르는 아디제 강.

Verona
누군가와 사랑을 속삭이고픈 도시
강렬한 햇볕과 온화한 대기가 온몸을 휘감는다. 건축양식도, 사람들의 생김새도 전혀 다르다.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는 셰익스피어가 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곳이다. 아기자기한 고샅을 거닐다 보면 자연스레 애정과 감성이 샘솟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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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심지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증표로 로마 콜로세움보다 약 50년 빠른 1세기 초반에 완성

까치발을 하고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이들로 붐빈다. 그들이 눈

됐다. 최대 너비가 153m, 높이가 30m로 현존하는 로마 경기

에 담고자 하는 대상은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온다고 하는 줄

장 가운데 세 번째로 크다. 아치 72개가 떠받치고 있는 석조

리엣 동상이다. 여행자들이 하도 문질러 닳아버린 탓에 동상은

건축물은 2천 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견고함과 우아

지난해 6월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됐다.

함이 전해진다. 3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

줄리엣의 집에 비견되는 베로나의 또 다른 명소는 원형 경기장

의 대결 대신 음악과 무대미술이 어우러진 오페라가 상연된다.

(Arena)이다. 이 도시가 로마시대에도 번성했음을 알려주는

특히 한여름에는 1세기 넘게 지속된 오페라 축제가 개최되는

3

2

1

데, 올해는 6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린다.

있는 대피로로 설계됐는데, 높은 난간 너머로 보이는 풍광이

베로나 구시가는 태극무늬를 그리며 흘러가는 아디제(Adige)

제법 괜찮다. 내부에 넓은 정원이 있는 성은 18세기에 군사학

강변에 위치한다. 원형 경기장을 중심으로 삼면이 강에 싸여

교로 쓰였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있다. 전체적으로는 삼각형을 형성하는데, 세 꼭짓점에는 모

카스텔베키오에서 에르베 광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르네상스

두 다리가 있다. 핵심이 되는 도로는 카스텔베키오(Castel-

시기의 건물이 모여 있다. 중간쯤에는 로마시대의 문인 포르

vecchio) 옆의 스칼리게로(Scaligero) 다리와 로마시대에 축

타 보르사리(Porta Borsari)의 정면부 벽체가 남아 있다. 이

조된 피에트라(Pietra) 다리 사이에 놓여 있다.

파사드를 통과하면 상점이 즐비한 보행자 거리가 이어진다.

‘오래된 성’이라는 뜻의 카스텔베키오는 베로나를 지배한 스칼

쇼윈도 너머에는 시선을 끄는 물품이 진열돼 있고, 상가에는

라 가문의 칸그란데 2세가 1354년 요새로 지었다. 성은 갈색

벽화가 그려져 있다. 쇼핑은 에르베 광장 중앙에 있는 노점에

벽돌로 쌓은 높다란 망루들과 스칼리게로 다리가 결합된 형태

서도 할 수 있다. 또 광장 옆에 우뚝한 람베르티(Lamberti) 탑

를 띠고 있다. 다리는 유사시에 강을 건너 빠르게 도망칠 수

에 오르면 베로나 시내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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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

9

8

1 람베르티 탑에서 굽어본 베로나 시가지. 건물의 색상이 단조로운 편이다. 2 에르베 광장 옆에 솟아 있는 람베르티 탑. 3, 4 타원형으로 지어진 베로나 원형 경기장.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로
유명하다. 5, 8 에르베 광장의 노점에서는 티셔츠와 장신구 같은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6 보르사리 거리에 있는 석관. 7 노천카페의 여행자. 9 관광객이 줄리엣 동상의 가슴을 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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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초보자를 위한
유럽 기차여행 8문8답

유럽 기차여행은 결코 어렵지 않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면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다.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차여행을 앞두고 있는 초행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레일유럽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레일 셀렉트 패스는 어떻게 국가를 조합할 수 있나.
22개국 가운데 국경이 맞닿은 4개국을 고를 수 있다. 단 벨기에 ·

Tips for Rail Traveller

프라하~베로나 기차여행
이렇게 하면 된다

네덜란드·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세르비아는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유레일 셀렉트 패스 가격
구분
성인 1등석
세이버 1등석
청소년 1등석
청소년 2등석

5일
407
347
327
267

6일
444
379
357
291

8일
518
441
416
339

하나의 나라로 친다. 따라서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벨기에·네덜
(단위 : 유로)

10일
591
503
474
386

란드·룩셈부르크와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를 추가하면 7개국을 여행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국경이 붙어 있지만, 기차로는
스웨덴을 거쳐야 해서 인접국으로 치지 않는다. 유럽의 주요 국가 가운
데는 영국만 셀렉트 패스로 갈 수 없다.

유럽에서 4개국을 기차로 여행한다면 ‘유레일 셀렉트 패스’가 단연 최상
의 선택이다. 유레일 셀렉트 패스는 인접한 네 개 나라에서 기차를 자유

직행열차로 다른 도시도 돌아보세요

롭게 탈 수 있는 상품이다. 2개월 안에 최소 5일, 최대 10일을 지정해 기
차에 탑승할 수 있다.
유레일 셀렉트 패스는 연령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다르
다. 만 26세를 넘는 성인에게는 1등석 패스만 판매된다. 1등석 패스로는
1등석과 2등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만 12~25세의 청소년은 1등석
패스와 2등석 패스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2~5명이 같은 여정으
로 다닌다면 1등석 패스보다 저렴한 세이버 상품을 사면 된다. 부모가 동
반하는 만 4~11세 어린이는 성인 1명당 2명까지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유레일 셀렉트 패스를 사기 가장 좋은 곳은 유럽 최대의 열차 패스 배급
사인 레일유럽이다. 레일유럽은 한글 홈페이지(www.raileurope.co.kr)
를 운영하고 있다. 가고자 하는 나라, 인원수, 탑승일 수를 정하면 상품
의 가격이 뜬다. 여기에 예약 수수료 6유로가 더해지고, 12유로짜리 ‘프
로텍션 플랜’(Protection Plan) 포함 여부를 결정하면 금액이 확정된다.
일종의 보험인 프로텍션 플랜에 가입하면 패스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
을 때 패스를 다시 매입한 뒤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에는 인적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한다. 최종적으로 지불하기 전, 패스
의 규정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
패스를 들고 유럽에 도착하면 기차여행을 시작하는 날 역에서 개시 절차
를 밟아야 한다. 창구에서 직원을 만나 도장을 받아야 비로소 패스의 효
력이 발생된다. 유레일 셀렉트 패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탑승하는 날
마다 검은색 볼펜으로 날짜를 적어야 한다. 또 승무원이 패스와 여권을
함께 보여 달라고 할 때도 있으므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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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열차 패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
대표적인 열차 패스 상품은 배낭여행자 사이에서 ‘유레일 패스’

프라하
체코의 서쪽은 독일이다. 프라하에서 쉽게 다녀올 수 있는 도시는
드레스덴이다. 드레스덴은 작센의 선제후가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고풍스러운 궁전과 많은 박물관이 있다. 엘베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노을도 매우 아름답다. 프라하 홀레쇼비체(Holesovice) 역에서 드레스덴
중앙역까지 2시간 남짓 소요된다.

브라티슬라바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가깝다. 브라티슬라바 중앙역에서 부다페스트
켈렌 드(Kelenfold) 역까지 2시간 42분이 걸린다.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기준으로 부다와 페스트로 나뉘는데, 강을 따라 역사적인
건축물이 늘어서 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레스토랑과 펍도 많은
편이다.

인스브루크
지리적 요충지인 인스브루크에서는 조금만 이동하면 국경을 넘게 된다.
널리 알려진 대도시로는 북쪽에 독일 뮌헨, 서쪽에 스위스 취리히가 있다.
뮌헨은 바이에른주의 주도로 가을마다 세계적인 맥주 축제가 열린다.
취리히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다. 뮌헨은 1시간
40분, 취리히는 3시간 35분이면 닿는다.

베로나
베로나는 동서와 남북의 철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1시간 30분
안에 밀라노, 베네치아, 볼로냐에 갈 수 있다. 세 도시는 개성이 확연히
구분되는데, 밀라노는 패션, 베네치아는 운하, 볼로냐는 문화가
아이콘이다. 파도바(Padova)나 비첸차(Vicenza) 같은 베네토주의 작은
도시를 당일치기로 여행할 수도 있다.

로 통하는 ‘유레일 글로벌 패스’다. 최대 3개월 동안 유럽 28개국의 열차

로 젖힐 수 있다. 일부 열차에서는 음식과 신문이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

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나라별 패스가 있고, 프랑스· 이탈

다. 1등석이 2등석보다 조금 더 조용한 편이며, 대화를 할 수 없는 공간

리아나 오스트리아·스위스 같은 2개국 패스가 있다.

도 있다.

패스를 사도 열차표를 따로 예약해야 하나.

‘오후 7시 규칙’은 무엇인가.

열차 패스가 있어도 일부 열차는 예약이 필수다. 초고속열차와

유레일 셀렉트 패스에 적용되는 규정 중에 오후 7시 규칙이 있

야간열차, 국경을 넘는 열차는 대부분 좌석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이 요

다. 오후 7시 이후에 출발하는 야간열차를 이용하면 패스에서 1일만 공

구되는 열차는 항공권과 비슷하게 판매된다. 조기에 구입하면 저렴하고

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라하 중앙역에서 오후 11시 50분에 떠나

점점 운임이 올라간다. 예약을 하지 않고 탑승하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빈 중앙역에 다음날 오전 6시 9분에 도착하는 야간열차를 타면 둘째 날

열차 시간표에 ‘R’ 자가 붙어 있으면 예약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좌석 예

만 기차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약은 통상적으로 60~90일 전부터 할 수 있다.

열차 내에는 어떤 시설이 있나.
좌석 예약 시 비용이 드나.

대부분의 열차에는 화장실과 간식을 파는 바가 있다. 또 장거리

열차마다 소정의 예약비가 있다. 현지에서 예약하면 일반적으로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중 일부는 와이파이 환경이 갖춰져 있기도 하고, 식

오스트리아 레일젯 열차는 3유로, 기차명이 프레치아(Freccia)로 시작되

당차가 있다. 식당차에서는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광경을 감상하며 음식

는 이탈리아 초고속열차는 10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예약비는

과 음료를 즐길 수 있다. 1등석 좌석에는 대부분 콘센트가 마련돼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럽 기차여행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1등석과 2등석의 차이는 무엇인가.
항공기의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를 떠올리면 된다.
1등석은 2등석보다 좌석이 적게 배치돼 공간이 넓다. 좌석 등받이도 뒤

레일유럽이 강조하는 5가지 이유가 있다. 조기 예약을 통한 경비
절감, 편안한 이동, 도심에 위치한 역, 친환경적인 운송수단, 현지인과의
만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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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프라하

INFORMATION

가볼 만한 곳 & 즐길 거리

카를슈테인

체코

플젠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월드

독일

빈

인스브루크

브라티슬라바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베로나

이탈리아

1~2일 프라하
3일 프라하 ↔카를슈테인(당일 왕복)
4일 프라하 →브라티슬라바
5일 브라티슬라바 → 빈 → 인스브루크
6일 인스브루크
7일 인스브루크 → 베로나
8일 베로나

개별여행자를 위한 도시별 시티패스
기본 정보

가는 법
프라하에서 베로나까지 이어지는 기차 여행을 하려면 우선
체코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 가야 한다.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프라하, 빈, 밀라노까지 직항을 운항한다. 체코항공도 인천과
프라하를 오가는 비행기를 띄우고 있다.

프라하 카드
프라하의 호텔에서는 프라하 카드를 설명한 작은 소책자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프라하 카드를 구입하면 관광지 50곳에서는 무료로 입장하고, 30곳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대중교통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입장은 프라하 성의 성 비투스 대성당,
황금소로, 옛 왕궁과 옛 시청사, 스메타나 박물관, 체코 음악박물관에서 가능하다. 프라하 성
콘서트와 레고 박물관은 40%, 카프카 박물관은 20% 할인된다. 카드를 사면 지도가 수록된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가격 2일 1천280코루나, 3일 1천540코루나, 4일 1천780코루나(어린이는 340~480코루나 할인)
구입처 공항, 중앙역, 프라하 성, 구시가 관광안내소 문의 www.praguecard.com

브라티슬라바 카드
입국, 언어
비자를 받지 않아도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은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의 국경을 넘을 때는 여권 검사를
하지 않는다. 4개국의 언어는 모두 다르다. 체코는 체코어,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어, 오스트리아는 독일어,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한다.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는 슬라브어
계통에 속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스와로브스키(Swarovski)가 운영하는 박물관 겸
상점이다. 인스브루크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가면 닿는다. 크리스털 월드는 스와로브스키
창사 120주년을 맞이해 4월 30일 재개장했다.
전시관의 규모가 종전보다 두 배 이상 넓어졌고,
크리스털로 만든 신작이 공개됐다. 그중에는
한국의 설치미술가인 이불의 작품도 있다.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입장료는 성인 19유로, 어린이 7.5유로다.

로프코비츠 성
슬로바키아

로프코비츠(Lobkowicz) 성은 프라하 성
안에 자리한다. 황금소로 쪽 출구로 나가기
전, 오른편에 있는 건물이다. 여행 정보
웹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가 2014년에
체코의 10대 랜드마크로 선정한 이곳은
로프코비츠 가문이 모은 진귀한 물품이
전시된 박물관이다. 플랑드르 화가인
브뤼헐, 이탈리아 미술가인 카날레토의
작품과 베토벤, 하이든이 쓴 악보를 볼
수 있다. 17세기 바로크양식으로 꾸며진
콘서트홀에서는 오후 1시에 1시간 동안
음악회가 개최된다. 또 수프와 샐러드, 샌드위치, 파스타, 소고기 채소 스튜인
굴라시 등을 선보이는 레스토랑도 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박물관 입장료는 275코루나이다. www.lobkowicz.com

http://kristallwelten.swarovski.com

프라하 보트 투어
블타바강에서는 다양한 보트 투어가
이뤄진다. 가장 유명한 상품은 프라하
베니스(Venice) 보트 투어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출항한다. 카를교 바로
옆에 위치한 선착장에서 배에 오르면
승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프라하 구시가와 성을 감상할 수 있다. 투어는 45분
동안 진행되며 맥주와 아이스크림이 제공된다. 요금은 12유로다. 예약은
보트 투어 웹사이트(www.prague-venice.cz)에서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디너
크루즈, 재즈 보트 등이 운항된다. 디너 크루즈는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계속되며 저녁식사는 뷔페로 마련된다. 오후 8시 30분에 떠나는 재즈 보트의
선상에서는 재즈와 블루스, 라틴 음악이 연주된다.

알펜 동물원
인스브루크의 산중턱에 자리한 동물원이다. 알프스산맥에서 살아가는 동물
150종, 2천여 마리를 볼 수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인 아이벡스(Ibex),
막시밀리안 1세가 좋아했다는 섀미(Chamois), 합스부르크 왕가를 상징하는
새인 검독수리 등이 있다. 아이들이 동물의 생태와 자연환경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설치해 놓은 점이 특징이다. 콩그레스 역에서
산악열차를 타고 두 정거장을 간 뒤 내려서 10분 정도 걸으면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하며, 입장료는 성인 10유로다. www.alpenzoo.at

50개 업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가장 돋보이는 혜택은 구시가에서 영어나 독일어 가이드와 함께 1시간 동안 다닐 수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할인은 박물관과 미술관, 콘서트, 자전거 대여,
숙박과 식사, 와인 시음, 기념품 구입 등에서 폭넓게 제공된다. 3개 국어로 된 가이드북도
얻을 수 있다.
가격 1일 10유로, 2일 12유로, 3일 15유로
구입처 공항, 중앙역, 일부 호텔 문의 http://visit.bratislava.sk/

필스너 우르켈 공장

인스브루크 카드
기후, 복장
4개국 모두 온대기후를 띤다. 6월은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6월 평균기온은 프라하가 12~23도, 브라티슬라바가
13~24도, 인스브루크가 11~23도, 베로나가 16~28도다.
7월과 8월에는 이보다 기온이 더 올라간다. 여름옷을 준비하되
얇은 긴소매 점퍼를 가져가면 좋다.

환율, 시차
체코를 제외한 세 나라는 유로를 쓴다. 5월 22일 기준으로
1유로는 약 1천220원이다. 체코의 통화는 코루나(CZK)다.
한국에서 유로로 환전한 뒤 체코에 도착해 유로를 코루나로
바꾸면 된다. 1코루나는 약 45원이다. ‘수수료(Commission)
0%’라고 쓴 환전소가 많은데, 대부분 수수료를 받는다. 4개국은
한국보다 8시간 느리지만, 서머타임 기간에는 7시간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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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브루크 카드를 사면 거의 모든 관광지를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입장료가 19유로인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월드는 물론 암브라스(Ambras) 성, 알펜 동물원, 호프부르크, 호프
교회, 티롤 파노라마를 추가 비용 없이 구경할 수 있다.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도 공짜로 탈
수 있다. 인스브루크의 주요 명승지를 순환하는 시티투어 버스도 무료다. 시티투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40분 간격으로 호프부르크 앞에서 출발하며, 1시간 10분이
소요된다. 특히 72시간 카드를 구입하면 경제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가격 24시간 33유로, 48시간 41유로, 72시간 47유로(만 6~15세는 50% 할인)
구입처 인스브루크 관광안내소, 중앙역, 일부 호텔 문의 www.innsbruck.info

베로나 카드
관광지 16곳 무료 입장, 명소 5곳 할인, 시내버스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관광지는 람베르티 탑, 줄리엣의 집, 줄리엣의 무덤, 카스텔베키오 박물관 등이다.
지우스티 정원과 아프리카 박물관 등에서는 입장료가 할인된다. 베로나 카드로는 오페라
축제의 공연 티켓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가격 24시간 18유로, 48시간 22유로
구입처 주요 박물관, 일부 호텔, 시내 상점 문의 www.turismoverona.eu

2015 유럽 문화 수도, 플젠
올해 유럽 문화 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는 벨기에 몽스(Mons)와 체코 플젠(Plzen)이다.
프라하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30분이면 다다르는 플젠은 체코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다. 인구는
약 17만 명이다. 독일 뉘른베르크, 레겐스부르크 등과 가깝고 교통이 발달해 상업으로 부흥했다.
흑사병이 일어난 1599년에는 10개월 동안 신성로마제국의 임시 수도가 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자동차와 기차, 무기를 생산하는 스코다 공장이 들어섰다. 당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으나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올해는 영화 축제, 메탈 축제, 재즈 축제, 맥주 축제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벌어진다. 문화 수도 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www.pilsen.eu)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에도 수입되는 맥주인 필스너 우르켈(Pilsner
Urquell)의 본고장은 플젠이다. 필스너 우르켈은
체코어로 ‘플젠스키 프라즈드로이’(Plzensky
Prazdroj)라고 하며, ‘플젠 지방의 오리지널’이라는
뜻이다. 1842년 생산을 시작했으며, 체코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브랜드다. 플젠의 필스너 우르켈
공장은 건물 자체가 볼만하다. ‘유럽의 산업유산
루트’(ERIH)에 포함될 정도로 건물이 오래됐다.
공장에서는 가이드 투어에 참가해 체코 맥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 등을 배울 수 있다. 필스너 우르켈 맥주는
지하 100m에서 끌어올린 물과 체코산 보리, 홉을
이용해 만든다. 투어가 끝나면 전통 방식으로 주조된
맥주를 마셔볼 수 있는데, 빛깔이 다소 탁하지만
맛은 신선하다. 공장에서는 현재 1시간에 약 12만
병의 맥주가 만들어진다. 또 최대 550명을 수용하는
레스토랑도 있다. 개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www.prazdrojvisit.c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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