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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ha, Plzen, Ceske Budejovice)

2011년 7월 31일 ~ 2011년 8월 6일

준비됐나요?

Czech Republic!?

차. 꼭 타야하나? 뚜벅이 청산!

공항에서,,, 공항으로...

여기도 안보고 가?

Find me!

현지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선…

<부 록> 윙버스 미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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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ech
Republic!?

준비됐나요?Check 

No.
Check Item KOR CZ

01. 여권

02. 여권 사본 3매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위치 유럽 중부(한국에서 약 11시간 소요)

수도 프라하

화폐 체코 코루나(CZK)

인구 약 1000만명

면적 78.867㎢(한반도의 약 1/3크기)

기후 서안해양성기후

GDP per Capita 약 19,000달러 (2009)

사용 전압 230V

시차 -7시간

환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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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공화국(Česká republika 체스카 레푸블리카[*], 문화어: 

체스꼬)은 중앙유럽에 있는 공화국이다.

북서쪽과 서쪽은 독일, 남쪽은 오스트리아, 남동쪽은 슬로바

키아, 북동쪽은 폴란드와 닿아 있다. 수도는 프라하이고, 주요 

도시로 브르노, 오스트라바, 즐린, 플젠 등이 있다.

크게 체히, 모라바, 슬레스코 세 지방으로 나뉜다. 체히는 라

틴어로 '보헤미아', 모라바는 '모라비아', 슬레스코는 영어식으

로 '실레지아' 또는 독일어로 '슐레지엔'으로 불리기도 한다.

체코는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분리되었다.

지리와 기후
체코는 지리적으로 꽤 다양한 편이다. 서쪽의 체히 지방에는 

엘베 강과 블타바 강이 흐르는 분지 지역이 낮은 산릉으로 

둘러싸여있다. 자국 내에서 가장 높은 산인 스네슈카(체코어: 

Sněžka) 산(1602m)이 이 곳에 있다. 체코의 수도이자 체히

의 수도인 프라하는, 블타바 강과 라베 강을 사이에 있다. 동

부의 모라바 지역은 산악지형으로 모라바 강이 흐른다. 모라

비아 서쪽의 일부는 실레지아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지역이며, 

나머지는 현재의 폴란드이다.

체코는 내륙 국가인데 영토 내를 흐르는 강은 북해, 발트해, 

흑해로 흘러 들어간다. 체코 자국 외에 함부르크 갑문 중간에 

3만 제곱 미터의 조차지가 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슬로바키

아와의 분리 전에 체코슬로바키아에 귀속된 것이다. 하지만 

이 영토는 2028년 독일에 다시 반환될 것이다.

체코는 산, 완만한 고원과, 저지대, 동굴, 협곡, 넓은 평원, 습

지, 호수, 연못, 댐 등 정말 아름답고 다채로운 자연을 자랑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독한 대기 

오염과 극치에 이른 산성비 오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19세기 무분별한 산업화의 영향이다. 경작을 위해 수세기에 

걸쳐 나무를 베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의 1/3은 여전히 숲

으로 둘러 쌓여 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의 숲은 대

부분 경작이 불가능한 산악 지역에 있다. 수목 한계선

(1,400m)이상으로는 초원, 관목림, 지의류 등이 있다 곰, 늑

대, 스라소니와 그 외 야생고양이, 마멋, 수달, 담비, 밍크 등

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숲과 습지대에는 꿩, 자고, 오리, 야생거위 등 사냥조류들이 

서식하는데, 이들은 주로 사냥감이다. 독수리, 콘돌, 물수리, 

황새, 느시, 뇌조 등도 드물게 눈에 띈다. 체코의 대부분 지

역은 습기 많은 대륙성 기후이므로 여름엔 따뜻하고 비가 많

으며, 겨울엔 춥고 눈이 많다; 완만한 기온 변화를 보인다. 

가장 더운 달은 7월이고, 가장 추운 달은 1월이다. 12월에서 

2월까지는 저지대도 영하로 떨어지고 산악지방은 정도가 더 



차, 
꼭 타야되나요?

뚜벅이 청산!

심하다. 사실상 '건기'라는 것은 없다. 겨울에는 40에서 100

일정도 눈이 내리고(산간지방은 130일 정도), 저지대는 안개

까지 낀다

역  사
9세기 말부터 14세기 초까지 프르셰미슬 왕조가 다스렸다. 

이후 룩셈부르크 왕조가 다스리는 중에 카렐 1세가 신성 로

마 황제 카를 4세로 즉위하였다.

15세기 이후 후스파의 종교 개혁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1618

년 30년 전쟁(1618 - 1648)이 일어났다. 전쟁 이후 신성 로

마 제국의 로마 가톨릭 지배가 강화되었고 그대로 신성 로마 

제국의 제위(帝位)를 독점한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체코를 

1918년까지 지배하였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하였으나 1938년 나치 독일에 

합병되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점령되었다. 전쟁이 

끝난 1945년에 소련의 위성국이 되었다. 1993년에 평화적으

로 슬로바키아와 분리하였다.

(출처 - 위키백과)

표 부터 끊어야지!
프라하가 큰 도시가 아니라 걸어서 다녀도 무방하나, 첫 여행

지라면 몸이 축날 것에 대비하여 교통권을 이용해서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대체로 트램만 있는 정류장은 자판기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일요일이라면 근처 교통권파는 가게도 문을 닫음.)

그럴 때는 지하철 타는 곳에 들어가서 구입한다.

(지폐X. 무조건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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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티켓 자판기!!!

1. 필요한 시간과 거리에 맞는 버튼 선택한다.

2. 상단 STORNO에서 투입 금액 확인한다.

3. 내가 선택한 티켓의 종류 확인하고 금액을 투입한다.

4. 아래 그림으로 계산 참고.(성인은 하늘색)

   보통 맨 위의 Basic(90분)인 32코른짜리 구입.

(2011.07.01)

-일반적으로 Basic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티켓으로, 90분간 

유효한 싱글 티켓

-모든 교통권은 최초 사용 시 반드시 펀칭을 해야하며, 펀칭 

이후 각 티켓의 제한 시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펀칭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검표원에게 적발당하면 무임승

차로 간주하여 약 700CZK(약 4.3만원)의 벌금 부과.



5. 추가로, 짐이나 케리어가 있다면 추가 요금 발생.

따라서 공항에서 내리셔서 시내로 들어갈 때 큰 가방을 가지

고 있다면 13코룬 짜리 티켓을 더 구입하셔서 승차해야한다.

26코룬을 선택하고 가장 오른쪽의 디스카운트 버튼을 순차적

으로 누르면 13코룬이 STRNO에 뜬다. 그리고 동전을 투입

하면 별도의 13코룬 티켓이 나온다.

(출처-네이버 카페 ‘유랑’ - jhyoo70)

지하철, 트램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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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던트 에이전시 이용법

예약(영어)

1. 예약 홈페이지 접속

http://bustickets.studentagency.eu/

2. 회원 가입

필수 사항은 아니나, 우측 상단에 Register 클릭하고 개인 정

보 입력 후 가입한다. 가입 절차 중, 카드 만드는 부분은 넘

어가도 된다. (카드 발생 시, 10유로)  회원 코드 기억.

3. 예약

상단의 Bus tickets를 클릭하면 예약창으로 넘어감.

4. 예약 정보 입력

출발지, 도착지, 날짜, 인원을 설정하고 Search!

*프라하 출발일 경우, 도착지에 따라 터미널이 다름.

UAN Florenc 터미널에서 Plzen, Karlovy vary 등,

Zlicin 터미널에서 Plzen,

Na Knizeci 터미널에서 Ceske Budejovice, Cesky Kromlov

로 이동 가능하다.



5. 일정 확인 후 선택

시간대 고려하여 장바구니 표시를 눌러 원하는 차편을 선택한

다.

6. 좌석 지정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표기된다.

초록색은 공석, 빨간색은 선택 불가.

*전망 좋은 좌석(지극히 주관적인 자료.)

35,36, 37,38, 43,44, 45,46, 51,52, 53,54

7. 결제

결제 전 최종 예약 내역을 확인한다.

8. 결제 수단 결정

결제에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다.



9. 메일 주소 입력

예약한 내용을 확인 받을 메일을 입력한다.

10. 최종 결제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한다.

국내에서의 인터넷 뱅킹의 절차와 비슷하다.

프라하 터미널

Na Knizeci



Dejvicka

UAN Florenc

체스키 크룸로프 터미널

체스키 부데요비체 터미널



현장구매
각 역의 매표소 모습.(안델역, Na Knizeci)

(사진 출처-네이버 카페 ‘유랑’ - simmoonlight)

탑승장소(안델역 기준)
안델역에서 제일 좌측의 맨 끝 출구로 나가면 버스 정류장.

안내양에게 미리 출력해 간(예약했을 경우) 프린트를 보여주

면 자리 확인.

(사진 출처-네이버 카페 ‘유랑’ - dhdsdhds)



공항에서,,, 
공항으로...

공항에서 버스타는 곳은??

AE 버스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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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ATM은 어디에?
루지네 공항 맨 왼쪽 문으로 나오면 비행기 달린 곳에 

ATM 모여 있음.

혹은 공항 인포메이션 옆에 있음.

코른으로 출금 가능.

*중앙역(hlavni nadrazi)에서 버스 하차 

→ 옆건물(오래된 청사)로 들어가 밑으로 내려간 후,

→ 노천 카페(HUSA)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내리막길 건너 노란색 

건물(숙소)

119번 버스를 이용하자!

90분짜리 티켓을 사고, 119번을 타고 Dejvice역으로~

A선 종착역인 Dejvice역에서 C선 중앙역(hlavni nadrazi)으로!



프라하 성
(Prague Castle)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명소로 아름다운 성의 야경을 보러 프라하에 간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현재 대통령 관저로 쓰이고 있

다.
운영시간 

4~10월 05:00~24:00 / 11~3월 06:00~23:00

성 안의 다른 볼거리들

4~10월 09:00~17:00 / 11~3월 09:00~16:00 

비용 

프라하성은 무료

A.성비트 성당,구왕궁,,황금소로,화약탑,지하감옥: 일반 350Kc,학생 175Kc

B.성비트 성당,구왕궁,황금 소로,지하감옥: 일반 220Kc, 학생 110Kc

C.황금 소로,지하감옥: 일반,학생 50Kc

D.성 이지 성당 일반: 50Kc, 학생 25Kc 

관련싸이트 

www.hrad.cz 

여기도... 
안보고 가?

볼 곳

  

바츨라프 광장
(Vaclavske Namesti) 

길이는 750, 너비는 60m로 뉴타운 광장으로 불리우며 프라하에서 

가장 크고 혼잡하며 체코 민주화의 상징인 '프라하의 봄'이 일어났

던 곳이다.  

구시가 광장
(Stare Mesto)

프라하 성 주변과 함께 대표적 관광지구.구 시청 사,틴 교회,킨스키 

궁전 등이 모두 이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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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교
(Karluv Most) 

블타바 강에 있는 가장 유서 깊은 다리로 길이는 약 520m. 다리의 

양쪽에 15개씩 체코 성인의 조각이 있고 '007', '미션임파서블' 등

의 영화 촬영지로도 쓰였다. 

황금소로
(Golden Lane)

(Zlata Ulicka) 

중세에 연금술사들이 주거했던 좁은 골목길로 거리 중간쯤 카프카

가 작업실로 썼던 파란집(22번째집)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지금은 

선물가게로 이용되고 있다. 
운영시간 

경내:4~10월 09:00~17:00, 11~3월 09:00~16:00 

정원은 새벽(5~6시)부터 자정까지. 

로레타 성당
(Loreto) 

'프라하의 태양'이라 불리는 6222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성체대

와 탑 중앙에 27개의 종을 가진 '로레타의 종'이 볼 만하다  
운영시간

09:00~12:15, 13:00~16:30, 월요일은 휴무

비용 

일반 90Kc, 학생 70Kc 

관련싸이트 

www.loreta.cz 

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자연, 고고학 관련 전시를 하고 있는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박물관

으로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운영시간 

국립 미술관 참고

첫째주 월요일 휴무  /5월~9월:10AM~6PM / 10월~4월:9AM~5PM 

비용 

국립 미술관 참고/ 일반: 100kc / 학생:50kc 

관련싸이트 

http://www.nm.cz/ 



천문시계
(Orloj)

매시정각에 작은 종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뜻하는 인형

들이 나왔다 사라지는 프라하의 명물.  
운영시간

4~10월 월요일 11:00~18:00 / 화~일요일 09:00~18:00

11~3월 월요일 11:00~17:00 / 화~일요일 09:00~17:00 

비용 

탑 일반 40,학생 30 / 예배당,역사 박물관 일반 Kc50,학생 Kc40 

벨베데레 궁전
(Belvedere Palace)

여름궁전이라고도 불리우며 '노래하는 분수'가 유명하다.현재 체코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화약탑
(Powder Tower)

13세기말, 탄약 저장을 목적으로 세워진 높이 65m의 탑으로 구시

가로 이어지는 13개의 출입문 중의 하나.  
운영시간 

4~10월 10:00~18:00 

비용

일반 40Kc,학생 30Kc 

베르트램카
(모짜르트 박물관)

(Bertramka) 
오페라 '돈 죠반니'의 서곡이 작곡된 곳이며 그가 애용하던 물건이

나 악기, 유품 등을 견학 할 수 있다.
운영시간 

4~10월 09:30~18:00 / 11~3월 09:30~16:00 

비용 

일반 110Kc,학생 50Kc, 카메라 10Kc 

관련싸이트 

www.bertramka.com 



구시청사
(Old Town Hall)

높이가 70m에 이르는 탑의 내부에는 감옥이 있었으며 그보다 남쪽

에 설치된 천문시계가 유명하다  
운영시간 

4~10월 월요일 11:00~18:00 / 화~일요일 09:00~18:00

11~3월 월요일 11:00~17:00 / 화~일요일 09:00~17:00 

비용 

탑 일반 40,학생 30

예배당,역사 박물관 일반 Kc50,학생 Kc40 

성 비트 성당
(St Vitus Cathedral) 

프라하 최대의 고딕 양식 건물로 10세기에 시작해 1929년에 완성

되었으며 124m나 되는 대첨탑이 장관이다  
비용

탑의 종류에 따라 / 투어A:350kc / 투어B:220kc 

성 미쿨라셰 교회
(St. Nicholas Church) 

프라하에는 성 미쿨라쉬 교회가 3군데 있는데 3대가 80년에 걸쳐 

지어 바로크 건축의 최고로 꼽히는 곳은 말라스트라나 광장에 있다. 

성 니콜라스의 생애를 그린 교회의 천장 프레스코화는 유럽 최대 

규모이며 모차르트가 연주한 오르간도 있다.  
운영시간

09:00~17:00 

비용 

일반:60kc, 학생:30kc / 오르간콘서트(오후6시):일반:450kc, 학생:300kc 

관련싸이트 

http://www.psalterium.cz/

얀후스의 동상
(Jan Hus Monument)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종교개혁가.유명한 말로'진실을 사랑

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지켜라'  



존레논의 벽
(Lennon Wall) 

대 수도원 광장에는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이 암살당한 후부터 

체코 공산주의가 붕괴된 1989년까지 반공산주의자들이 자유를 열

망하며 낙서와 그림을 한 존레논벽이 있는데 도색후 지금은 관광객

들의 낙서가 즐비하다.

 

클레멘티눔

(국립도서관)
(Klementinum) 

50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잇으며 안에 있는'거울 예배당'에서는 

클래식 음악회가 자주 열린다.
운영시간 

월~금요일 08:00~22:00 / 토요일 08:00~19:00 / 휴관일(매주 일요일) 

페트르진 공원
(Petrinske Sady) 

프라하 성 조금 아래 쪽에 위치한 페트르진 공원. 전망대에 올라가

면 프라하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운영시간 : 전망대: 9:00AM~11:30PM 

틴 성모 교회
(Marie Pred Tynem) 

아름다운 고딕양식 교회로 교회의 상징인 80m 높이까지 치솟은 2

개의 첨탑과 제단, 첨탑의 성모마리아상이 유명하다  
운영시간 

월~금요일 14:00~16:00 / 토요일 10:00~14:00,

일요일 10:00~13:00,20:30~22:00

예배시간 / 일요일 09:30,21:00 수,목,금 18:00 토요일 08:00 

관련싸이트 

http://tynska.farnost.cz/ 



국립미술관
(National Gallery) 

1만3천 여점의 회화,6천 점의 조각,4만 점의 소묘,30만점 가량의 

판화 방대한 분량의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운영시간 

화요일 9:00 ~ 19:00 / 수요일~일요일 : 10:00 ~ 18:00 / 

휴관 : 매주 월요일 

비용 

일반 100Kc,학생 50Kc, 카메라 50Kc 

골즈 킨스키 궁전
(Kinskych)

외벽이 분홍과 흰색으로 장식되어 있는 건물로 현재는 현대미술관

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타보브스케 

극장
(Stavovske Divadlo)  

1783년 지어진 네오 클래식 양식의 극장. 모짜르트의 오페라 돈 조

반니를 자신의 지휘 아래 초연한 곳  
운영시간

월~금: 10AM~6PM, 토,일:10AM~12:30PM, 3PM~6PM 

관련싸이트 

http://www.stavovskedivadlo.cz/ 

바츨라프 기마상
(Vaclavske Statue)

체코민족의 수호 성인으로 신성시 되는 성 바츨라프의 기마상.국립 

박물관 앞에 세워져 있다  



말라스트라나 광장
(Malostranske)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서민적인 모습이 

강하며 대부분의 트램이 여길 지나간다  

클라우센 유대 교회당
(Klaus Synagogue)
13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게토를 이루며 살아가던 유대인 정착

촌입니다. 구・신 시나고그(유대교회당), 유대인 공동묘지, 의식의 

집, 유대인 지구 집회소, 클라우스 시나고그, 핀카스 시나고그, 스

페인 시나고그, 마이셀 시나고그 등에 유대인들의 가슴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공통권을 구입하면 내부를 자세히 둘러볼 

수 있어요. 프라하에서 최초로 건설된 가로수길이자 고급 쇼핑가인 

파르지슈스카 거리(Pařížska Třída)가 유대인 지구를 좌우로 나누

고 있습니다.

무하 박물관
(Mucha Museum)

체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르누보의 거장 '알폰스 무하'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회화,목탄화,파스텔화,석판화,사진등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운영시간 

1~2월 10:00~16:00 / 3~12월 10:00~18:00 

비용

일반 120Kc, 학생 60Kc 

관련싸이트 

www.mucha.cz

블타바 강
(Vltava)

길이 약 435km.독일 명칭으로 몰다우강.스메타나의 교향시 몰다

우는 이 강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작품이다.  



구왕궁
(Old Royal Palace) 

1618년 보헤미아 대법관정의 방에서 2명의 관리가 창밖으로 던져

져 유명한 30년 전쟁이 시작된 곳 
운영시간 

왕궁은 05:00~24:00(겨울에는 ~23:00), 

유료 입장 시설은 4~10월 09:00~17:00(겨울에는 ~16:00) 

비용 

일반 120Kc, 학생 60Kc

입장이 가능한 시설 : 성 비트 성당, 구왕궁, 성 이르지 교회, 화약탑, 왕

궁미술관(프라하 성 내의 유료 입장 시설은 3일간 유효한 1매의 티켓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같은 시설을 두 번 입장할 수 없다.) 

관련싸이트 

http://www.hrad.cz 

왕실 정원
(Royal Garden)

약간 경사진 곳에 조성된 왕실정원(카렐 정원). 특별한건 없지만 조

용하다.

스트라호프 수도원
(Strahovsky)

12세기에 건립된 수도원,현재 민족문학박물관으로 운영되며 14만

권의 책과 천장에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도서관과 모차르트 영화 '아

마데우스' 촬영지로 매우 유명하다.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7:00 

비용 

갤러리 일반 50Kc, 학생 20Kc / 도서관 일반 80Kc, 학생 50Kc 

가는법 

Bila Hora 방향 22번 트램을 타고 Pohorelec 정류장 하차 

관련싸이트 

www.strahovskyklaster.cz 

신구 유대교회당
(Staronova Synagogue)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고딕양식의 유대 교회당으로 프라하의 유대

인 성소의 본거지이다. 



대통령궁
(President House) 

성은 현재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며 위병들이 지키고 있다 있다.교대

식도 하며 그 앞까지 가볼 수 있다  
운영시간 

왕궁은 05:00~24:00(겨울에는 ~23:00), 

유료 입장 시설은 4~10월 09:00~17:00(겨울에는~16:00) 

비용 

일반 120Kc, 학생 60Kc

입장이 가능한 시설 : 성 비트 성당, 구왕궁, 성 이르지 교회, 화약탑, 왕궁미술관

(프라하 성 내의 유료 입장 시설은 3일간 유효한 1매의 티켓으로 입장할 수 있으

며, 같은 시설을 두 번 입장할 수 없다.) 

성 조지 바실리카
(Basilica of St. George) 

10세기에 건축된 로마네스크 모습을 가진 교회로 붉은색 건물 정

면은 17세기에 바로크 양식으로 만들었다.

루돌피눔
(Rudolfinum)

블타바강변에 위치한 루돌피눔은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거대한 홀입니다. 

모차르트・바하・베토벤・슈베르트 등의 조각상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습

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메인 공연장인만큼 

주로 클래식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특히 '프라하의 봄' 음악 축제기간동안 

대부분의 공연이 이 곳에서 펼쳐집니다. 웅장한 공연장 내부와 좌중을 압

도하는 클래식 선율의 환상적인 조화를 맘껏 느껴보세요.

운영시간

월~금 : 오전 10시~오후 6시 

가는방법

A선 Staroměstská(스타로메스트스카)역 

시민 회관
(Obecni dum) 

프라하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아르누보 건축물로 1층에서

는 '프라하의 봄' 음악 축제 오프닝과 클로징 공연장이 있다. 
가는법 

Metro B선 Namesti Republiky 역에서 내리면 바로 보인다. 



비셰흐라드
(Vysehrad)  

프라하의 옛성이라는 뜻으로 현재 성터와 드보르자크,스메타나 등

의 묘지와 성 페테르 바벨 교회가 있다.  
운영시간 

11~3월 09:30~17:00 / 4~10월 09:00~18:00 

비용

일반 30Kc, 학생 20Kc 

관련싸이트 

www.praha-vysehrad.cz 

발트슈타인 궁전
(Valdstejnsky Palac)
프라하성 아래쪽에 위치한 바로크 양식의 거대한 궁전과 정원. 1624년부

터 7년동안 이탈리아 건축가들에 의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알브레히트 본 

발렌스타인(Albrecht von Wallenstein)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 그는 당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총사령관이었으나, 세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황제는 

위협을 느끼고 그를 암살시켜 버렸다고 하네요. 바로크 양식의 궁정 뿐 아

니라 기하학적 모양의 정원도 둘러볼 만합니다.

시간

토・일 : 오전 10시~오후 4시 

가는방법

A선 Malostranská(말로스트란스카)역

페트르진 탑
(Petrinska rozhledna) 

1891년 프라하 박람회때 에펠탑을 본떠 만든 62m 높이의 탑으로 

아름다운 프라하의 전경을 멀리까지 굽어볼 수 있다.

테레진 수용소
(Terezin)

독일 나치의 잔악성을 볼 수 있는 수용소로 나치에 의해 희생된 2

만 9,172명을 추모하는 국립 묘지가 있다  
운영시간 

11~3월 09:00~17:30

4~10월 09:00~18:00  

비용 

일반 180Kc, 학생 140Kc 

관련싸이트 

www.pamatnik-terezin.cz 



춤추는 건물
(Tančící dům)
체코에 있는 네덜란드 은행 건물로, 남녀가 춤추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해서 '춤추는 건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축한 미국

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작품이라 건축학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죠. 고풍스런 건물들이 많은 프라하에서 현대적이

고 기이한 외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고급 유리와 금속으로 지은 건

물 안에는 최고급 레스토랑 'La Perle de Prague'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는방법

B선 Karlovo náměstí역, 트램 17・21번 Jiráskovo nám역

첼레트나 거리
(Celetná ulice)

프라하의 오래된 거리 중 하나. 왕이 프라하성의 성당까지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로열 웨이(Royal way)라 불리기도 하지요. 지금은 고급스러운 크

리스탈 제품부터 전통 인형까지 예쁜 디자인과 품질을 자랑하는 기념품들

을 파는 숍들이 모여 있지요. 43번지 검은 마돈나의 집은 이 거리에서는 

보기 드물게 입체파 양식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1층에는 서점이 있어 영

어로된 책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루도바 거리
(Nerudova Ulice)

프라하 성을 흐라드차니 광장쪽에서 내려오다보면 만나게 되는 언덕길입

니다. 길 양쪽으로 세련되고 예쁜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데, 집마다 달려있

는 심벌들이 눈길을 끕니다. 19세기 이전까지 주소가 없어서 양이나 백조 

같은 다양한 심벌이나 문장으로 번지를 대신했다고 하네요. 그 중 47번 저

택은 네루도바 이름의 유래가 된 얀 네루다가 살았던 집이라 유명합니다. 

자연파 취향의 잡화점 Botanicus, 체코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상품을 판

매하는 Fun Explosive, 수제 양초 전문점 La Candara 등 개성 있는 숍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는방법

A선 Malostranská(말로스트란스카)역



맛 집

우 칼리하
(U Kalicha)

체코가 낳은 작가 하셰크의 반전 소설 <병사 슈베이크의 모험>의 

배경이 된 비어홀입니다. 작가가 자주 찾던 비어홀로도 알려지면서 

늘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소설속 등장 인물의 이름을 딴 

메뉴도 흥미롭습니다. 2001년엔 하벨 대통령 및 유럽 나토사령관 

등 정치가들도 다녀갔다고 하네요. 체코 민요가 라이브로 연주되는 

분위기 속에서 체코 전통 음식을 안주 삼아 맥주 한잔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첼니체
(CELNICE)

2003년 오픈한 이래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대규모 레

스토랑 겸 바입니다. 인기 메뉴는 체코식 족발로도 불리는 '꼴레노

'. 돼지 무릎을 먹음직스럽게 바비큐한 것으로 한국 관광객들 사이

에 서도 인기가 좋답니다. 대부분의 요리가 든든할만큼 많은 양을 

자랑하지요. 여름에는 야외 비어홀에서 즉석 재즈연주가 펼쳐진답

니다.

브 자티쉬
(V Zátiší)
벨벳 혁명 이후 프라하에 처음 생긴 레스토랑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유럽 최고의 식당' '프라하 최고의 식당'으로 여러 차례 뽑힐만

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체코 전통 음식을 비롯하여 생선, 양, 소고

기 요리를 신선한 야채와 함께 서빙하고 이에 어울리는 다양한 와

인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런치타임에는 다소 경제적인 가격으

로 코스 메뉴를 선보이는데요, 2코스는 695 kc・3코스는 795kc로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 플레쿠
(U Fleků)

1499년 오픈한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비어홀입니다. 굴라쉬 등 

체코 전통 음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식사 메뉴와 주류를 판매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우 플레쿠에서 직접 양조한 13도짜리 흑맥주

입니다. 종업원이 작은 베헤로브카(Becherovka) 술잔을 들고다니

며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비스가 아니라 요금이 추가되는 것이니 

싫으면 "Ne(아니오)"라고 대답하세요. 1200석에 달하는 넓은 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술잔을 기울이고 악사들은 돌아다

니며 민요 등을 연주하는 비어홀 특유의 분위기가 흥겹습니다.



캄파 파크
(Kampa Park)

캄파섬 끝에 위치한 레스토랑 캄파 파크는 경관이 뛰어난 최고급 

양식 레스토랑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등도 다녀갔다고 하네요. 양

질의 생선과 육류를 150가지가 넘는 와인과 함께 제공하는데요, 

가격대는 스타터는 395~695kc, 메인 요리는 595~795kc 정도로 

아주 비싼 편입니다. 강물 위에 떠있는 듯한 테라스에서는 블타바

강과 카를교를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예약은 필수입니다.

우 프린스 레스타

우라체
(U Prince Hotel 

Restaurant)
프라하 구시가 광장에 위치한 5성급의 화려한 호텔 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에서도 깜짝 등장했던 곳. 탁 

트인 야외 테라스와 고풍스러운 실내를 갖춘 이 곳에서는 매일 밤 

재즈 연주가 펼쳐지는 가운데 식사와 함께 구시가 광장의 아름다움

을 만끽할 수 있지요. 파스타, 해산물 요리, 스테이크 등 대중적인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레도프스키 드

부르
(Bredovsky Dvur)

프라하의 맛집정보에 빠지지 않는 곳으로, 립 요리를 원없이 즐기기

에 그만이지요. 달콤하고 푸짐한 립요리에 쌉싸름한 체코맥주를 함

께 곁들이면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늘 현지인들로 북적한 

활기찬 분위기도 인상적.

스코레프카
(Skořepka)

가이드북에 등장하는 유명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블로거들 사이에 

맛 좋고 양 많고 가격까지 저렴한 레스토랑으로 점차 입소문이 나

고 있는 곳입니다. 굴라쉬를 포함한 체코 전통 메뉴부터 파스타, 스

테이크 등의 현대식 메뉴까지 포함하고 있어 모든 취향의 손님들을 

만족시켜주고 있지요. 파스타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큰 접시에 대단

한 양(400g)을 위풍당당 자랑하는 스파게티를 주문해보는 것도 좋

겠네요.



쇼 핑

하벨 시장
(Havelská)

프라하에 몇 안되는 벼룩시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구시

가에서 가까우며 평일과 주말에 내놓는 상품들이 다른데요, 평일엔 

야채와 과일 위주로 주말엔 마리오네트, 자석제품, 글라스 등을 취

급하는 노점으로 바뀝니다.

블루 프라하
(Blue Praha)

프라하 곳곳에 8개의 점포가 있는 블루 프라하는 인테리어나 디스

플레이가 세련되어 관광객들의 이목을 끕니다. 블루 및 오렌지색 

등 컬러풀한 글라스 크리스털 동물을 비롯하여 프라하가 새겨진 T

셔츠와 모자, 그림엽서 등 프라하 방문을 기념할만한 다양한 물건

들을 살 수 있습니다.

가는방법:A・B선 Můstek(무스테크)역

펀 익스플로시브
(Fun Explosive)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코의 일러스트레이터 보트루바(Votruba)의 

작품을 컵과 T셔츠, 그림엽서 등에 인쇄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점입

니다. 네루도바 거리나 구시가에서 카렐교 방향으로 향하는 골목골

목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다른 기념품 상점들보다 디자인이 

귀엽고 세련되어 눈에 잘 띕니다. 특히 카프카를 새겨넣은 상품들

이 최고 인기입니다.

가는방법:A선 Staroměstská(스타로메스트스카)역



Fi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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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선…

-로 갑시다
Pojdme na- 

(뽀이찌메 나-)

-가 어디에 있습니까? Kde je- ? (그데 이에-)

어떻게 합니까?
Jak se dostanu - ? 

(약 쎄 도스타누-)

-를 주세요 

(음식주문시)
Dejte mi (떼이때 미-)

이해하지 못합니다 Nerozumim(네 로주밈)

영어할 줄 아십니까?
Mluvite anglicky? 

(믈루비떼 앙글리츠끼)

나는 체코어를 못합니다
Nemluvim cesky 

(네 믈루빔 체스끼)

예 ano(아노)

아니오 ne(네)

천만에요/괜찮습니다 Neni zac(네니 자츠)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Kde je toaleta? 

(그데 예 또알레따)

- 남자용 : muzi(무지) / pani(빠니) 

- 여자용 : zeny(졔니) / damy(다미) 

기본 회화
안녕하십니까? Dobry den (도브리덴)

감사합니다. Dekuji (제꾸이)

반갑습니다. Sbohem (즈보엠)

미안합니다. Prominte (쁘로민떼) 

여보세요.

식당・호텔등에서 사람을 직접 

부를 때 사용 (전화 통화시x)

Prosim (쁘로씸) 

이것은 얼마입니까?
Kolik to stoji? 

(꼴릭 또 스또이)

안녕히 계십시요 
Na shledanou 

(나 스클레다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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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요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메뉴/환경설정/무선 및 네트워크/데이터 네트워크 설정/허용하지 않음.

(Android 기준)

길 물어볼 때
나는 모릅니다. nevi ́m (네빔)

가게에서
이것은 얼마입니까? 

To je moc drahé 
(또 예 모쯔 드라헤)

너무 비쌉니다. Co je to? (쪼 예 또)

사용 빈도 높은 명사
레스토랑 restaurance (레스따우라쩨)

상점, 가게 obchod (오쁘호뜨 )

은행 banka (방까)

맥주집 hospoda (호스뽀다)

전 화 telefon(뗄레폰)

빵 chle ́b (흘렙)

고기 maso (마쏘)

맥주 pivo (삐보)

커피 coffee (까바)

말해봅시다!
Dobry ̀ den! ja ̀ jsem ---!

도브리 덴 야 쎔 

---!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Jsem z korea 쎔 즈 코리아

한국에서 왔습니다.

S dovoleni ́n 즈 도볼레님

실례합니다 (excuse me, please)

Neni zac 네니 자츠

괜찮습니다.

Da ́vejte pozor! 다베이떼 뽀조르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기본 숫자
1 (jeden, 예덴) 2 (dva, 드바)

3 (tri, 뜨리) 4 (ctyri, 취뜨리)

5 (pet, 삐엣) 6 (sest, 셰스트)

7 (sedm, 쎄듬) 8 (osm, 오슴)

9 (devet, 데비엣) 10 (deset, 데셋)

11 (jedenact, 예데-나쯔뜨) 12 (dvanact, 드바-나쯔뜨)

13 (trinact, 츠리-나쯔뜨) 14 (ctrnact, 취뜨리-나쯔뜨)

15 (patnact, 빠뜨-나쓰뜨) 16 (sestnact, 셰스트-나쯔뜨)

17 (sedmnact, 쎄듬-나쓰뜨) 18 (osmnact, 오슴-나쯔뜨)

19(devatenact,데받떼-나쓰뜨) 20 (dvacet, 드바-쩨뜨)

30 (tricet, 뜨리-쩨뜨) 40 (ctyricet, 취뜨지-쩨뜨)

50 (padesat, 빠데-사트) 60 (sedesat, 셰-데사트)

70 (sedmdesat, 쎄듬-데사트) 80 (osmdesat, 오슴-데사트)

90 (devadesat, 데바-데사트) 100 (sto, 스또)

200 (dveste, 드비에-스띠에) 300 (trista, 뜨리-스따

1,000 (tisic, 띠시쯔) 2,000 (dva tisice, 드바 띠시쯔)

(출처-네이버 카페 ‘유랑’ - haha9281)

<부 록>
윙버스 미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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