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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 – 사랑의 도시

블타바 강과 동화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프라하는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관광지입니다. 프라하 

도심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성 복합단지인 프라하 성으로 유명한 

구시가지, 유대인 지구, 소시가지를 따라 걷다 보면 거리에 늘어선 건축물과 문화가 수세기 동안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프라하는 예술가, 시인, 음악가, 철학자, 지식인 등 미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연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커플들이 프라하에서의 결혼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처럼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프라하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도시는 결혼 사진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배경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결혼식 준비를 비롯해 이 특별한 날의 모든 절차를 커플이 바라는 대로 정확하게 맞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목적은 프라하에서 완벽한 결혼을 꿈 꿀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그러한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브로슈어에 나온 장소 및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은 완전하지 않지만 품질과 경력을 중심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와 서비스의 대표적인 단면을 제공합니다. 더 광범위한 가이드 목록은 

www.pragueweddingguide.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꿈꾸던 결혼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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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사랑의 기운이 넘치는 곳

프라하에는 단순히 결혼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로맨틱한 순간과 축하 행사를 위한 다양한 기회들이 넘쳐 나므로, 

약혼을 하거나, 신혼여행을 즐기거나, 결혼 서약을 다시 하거나, 기념일을 축하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이 

도시에는 블타바 강을 따라 곤돌라를 타거나, 페트르진 언덕 위의 만발한 체리 나무 한 가운데서 노을이 지는 

도시 경관을 내려다보거나, 별빛 아래에서 촛불을 밝히고 저녁을 먹으면서 사랑을 고백하거나 살짝 키스를 하는 

등 개인적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무한합니다. 어떤 경우든 영원한 프라하에서는 항상 사랑의 기운이 

감돕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만의 동화를 그려 보면 어떨까요? 이 가이드에는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프라하에서 

몇 번이고 사랑을 서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이드를 읽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 Kurt V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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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10가지 이유

1. 분위기
프라하는 문화와 다양한 건축물로 인해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 건축 양식 또는 예술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이 황금의 도시와 100 여개의 첨탑이 완벽한 
결혼식을 돋보이게 해 줄 무대가 되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2. 장소
프라하는 과거 유럽의 문화 및 역사의 주요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중요한 날의 무대로 어울릴만한 
다양한 장소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몇백 년 된 교회와 화려한 황금빛 궁전에서 동화 같은 정원, 
고급 식당의 테라스, 화려한 무도회장, 분위기 있는 보트 라이딩에 이르기까지 격식 있는 행사와 축하연의 
무대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3. 사진 촬영
세계에서 사진이 가장 잘 받는 도시 중 하나를 손꼽으라면 당연히 프라하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매년 자갈이 
깔린 프라하의 거리로 모여드는 많은 방문객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7 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프라하 성, 카를교, 성 비투스 대성당, 끝부분이 금으로 장식된 타워 등의 랜드마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디서나 사진으로 남길 만한 아름다운 배경을 볼 수 있어 개인의 역사적인 이벤트에 완벽한 배경이 되어 
드립니다.

4. 가격
중요한 날을 계획할 때는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연인들은 흥미로운 결혼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일푼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프라하의 장소와 서비스는 서유럽과 미국의 상당수 
지역에서 제공하는 장소에 비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므로 연인과 함께 마음껏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프라하에서의 결혼식은 비용을 줄여 줄 뿐 아니라 깜짝 놀랄 만큼 멋진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5. 위치
프라하는 상징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유럽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사실상 
유럽 대륙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비행기, 열차 또는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프라하 국제 
공항은 전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 오는 정규 항공편을 맞이합니다.

© Kurt V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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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편의성
프라하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작고 둘러보기가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붐비는 
교통편을 이용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비싼 교통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만한 규모를 자랑하는 완벽하게 보존된 프라하의 역사 중심지는 지금도 한 시간 내에 도보로 
횡단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어디서나 친숙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경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경험할 수 
있어 관광객들은 직접 도시를 탐험해 보고 싶어합니다. 또한 프라하에서는 결혼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와 문서 
업무가 매우 간단하며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언어 장벽이 없음
사람들이 세계적인 수도에서 기대하는 바처럼, 프라하의 기업, 장소 및 레스토랑은 특히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비롯해 다양한 세계 언어에 능통하지만 대화 가능한 다른 언어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청과 세부 사항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원하는 방식 그대로 결혼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8. 경험 및 신뢰성
프라하에서 결혼식 기획 및 주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장소 및 레스토랑은 유창한 언어 능력뿐 아니라 그 
이상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공업체는 결혼식 계획의 모든 측면에서 20 년 이상의 경험을 
자랑하며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수준의 웨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와 온라인 가이드 
(www.pragueweddingguide.com) 에 포함된 제공업체는 입증된 탁월함을 바탕으로 까다롭게 선정되었습니다.

9. 다양성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이벤트를 선호하든, 수백명의 고객을 위한 호화로운 행사를 
선호하든 프라하는 완벽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요리에까지 확대되어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음식 제공 업체와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일본, 유대교, 중동, 태국, 체코 요리 등의 다양한 세계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10. 재능
프라하는 어디든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므로 인근 그리고 먼 곳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 오고 
있으며 그들의 재능, 비전, 에너지가 이 도시를 영감이 충만한 도시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프라하는 도시 
규모가 작으므로 음악가에서부터 사진작가, 요리사, 스타일리스트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가이드에 표시된 모든 웨딩 에이전시는 프라하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갖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그저 적당한 수준으로만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 George Hlo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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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에서의 결혼식

프라하의 로맨스는 영원하며, 여기에서는 인원이 25 명이든 75 명이든 단 둘이든 

관계없이 모든 로맨틱한 이벤트를 쉽게 기념할 수 있습니다. 프라하는 사랑에 

빠지게 하는 도시이며, 삶의 이정표를 세우거나, 프로포즈 및 약혼을 하거나, 

총각 또는 처녀 파티를 하거나, 결혼 서약을 주고 받거나, 신혼 여행을 즐기거나, 

서약을 다시 하거나, 특별한 기념일을 축하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가 맞춤화된 방식을 제안하는 것에서 구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단계마다 뒤에서 도와 드립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촉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13
© Kurt V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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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즈

전통적으로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프로포즈를 통해 결혼의 분위기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프로포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갖는 의미를 보여 주고 남은 생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낼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기회입니다.

깜짝 프로포즈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인과 함께 손을 잡고 

프라하의 길을 따라 거닐다가 여러분이 몰래 정해 

놓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명한 카를교에 도착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한 대로 우리가 여기에 

꽃다발과 반지를 숨겨두고 여러분은 절호의 

순간에 꽃다발과 반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는 

원하신다면 메신저가 거리에서 또는 저녁 식사 

도중 꽃다발과 반지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케이크 속에 반지를 넣고 프라하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여러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촛불을 

밝힌 로맨틱한 저녁 식사 후에 이 케이크를 

후식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 Matouš Duc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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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날 전에

결혼식 준비 기간에는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든 전략적인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즐거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에 따라 

총각 파티와 결혼식 전날 만찬 등 실제 결혼식 전에 

이루어지는 여러 이벤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세심하고 까다로운 이벤트에서 

옛날 방식의 흥겨운 파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와인 시음

프라하는 세계적인 맥주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포도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체코 공화국은 

우수한 고급 와인 생산지로 점차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커플 또는 단체로 프라하의 포도원 중 한 

곳이나 현지 와인 바를 방문해 와인 생산의 역사 및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뿐 아니라 현지 최고의 

와인도 시음할 수 있는 관광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Viniční Altán (포도원 가제보) 및 Troja Winery 등 

이러한 곳 중 일부는 실제 결혼식 및 피로연을 열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야외 테라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클래식 펍 순례

프라하는 뭐니 뭐니 해도 세계적인 맥주의 

도시입니다. 프라하의 도심에서는 몇 미터 간격으로 

술집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 중 상당수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도시 전체에서 

양조업과 양조장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양조장 또는 

주요 시설 관광을 기획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곳 

있습니다.

© Kurt V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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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전날 만찬

“장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프라하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문적인 레스토랑 중 상당수는 

결혼식 전날 밤에 치러지는 결혼식 전날 만찬을 

포함해 특별한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모의 파티에도 음식을 공급할 수 있으며 

강가에서 촛불을 켜고 즐기는 정찬, 머슐랭 별 

등급을 받은 고급 정찬, 와인을 곁들인 가벼운 식사 

또는 별빛을 맞으며 녹음이 우거진 정원에서 풍미가 

뛰어난 맥주와 특선 그릴 요리를 즐기는 느긋한 

파티 등 다양한 배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차 타기

주초에 가까운 친지들을 위한 이벤트로, 또는 

하객들을 예식장에서 피로연장으로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적인 전차를 대여하여 

이를 타고 프라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소를 

관광하며 멋지게 프라하를 횡단하는 등 결혼식 

준비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재미가 넘치는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곳에서 샴페인으로 

축배를 들 수 있습니다.

스파 트리트먼트

얼마나 도움이 되든, 중요한 날을 위해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내어 현지 스파에서 

피로를 푸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프라하의 최고급 호텔 중 상당수는 호텔 내 스파를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마사지, 핫오일 트리트먼트, 

페이셜,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를 받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샴페인 한 잔을 

더하면 실제 파티에 앞서 본인과 결혼식 파티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시대 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프라하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이벤트를 

기획하여 순간을 포착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드십시오. 베니스 테마를 선택하고 블타바 강에서 

실제 곤돌라를 타고 항해를 떠나거나 아마데우스 

스타일을 선택해 바로크 가발과 크리놀린을 

착용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바로크 궁전 앞(또는 안)

에서 포즈를 취하십시오.

© Zlatuše J. Müller



2120

결혼식

프라하에서 결혼식을 계획할 경우 선택의 

폭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곳에서는 호화로운 

동화 같은 결혼식,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벤트, 

느긋하고 편안한 결혼식 또는 그 중간 

수준의 결혼식 등 거의 모든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종교적인 결혼식을 원하는지, 민간 

결혼식을 원하는지 여부와 결혼식을 치를 

장소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의 경우 6 월, 

7 월, 8 월, 9 월의 성수기에는 종종 충분한 

여유를 두고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피로연 장소도 마찬가지이므로 

원하는 장소를 확보하려면 최대한 빨리 

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식

민간 결혼식은 프라하의 해당 지구에 위치한 시 청사에서 

올릴 수 있으며, 종교적인 결혼식은 허가 받은 교회나 유대교 

회당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장소는 민간 결혼식과 

종교적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서약 후 피로연을 위한 호화로운 장소까지 갖춘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현지 웨딩 플래너가 정원 또는 블타바 

강의 보트 등 야외나 비전통적인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예식장에서 요일에 따라 

다양한 가격을 제공하며 주중은 일반적으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나 서유럽 또는 미국의 유사한 

장소와 비교할 때 이러한 가격은 일반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로연

하객이 10 명이든, 150 명이든 관계없이 프라하에서는 일년 

내내 피로연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상당수 장소는 예식과 피로연을 모두 열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 장소로 하객들을 모실 셔틀버스 준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 중 일부는 웅장한 

바로크 또는 르네상스 궁전이며, 그 외의 장소는 고급 호텔 

및 레스토랑 등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도시의 역사적인 

교회 중 한 곳에서 종교적인 예식을 올린 다음 디자이너 

레스토랑에서 세련된 피로연을 여는 등 이러한 장소를 

간편하게 혼합해 뜻깊은 날에 어울리는 완벽한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Petr Pelu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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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결혼식의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모든 절차와 

긴장되는 순간이 지나간 후에는 새로운 배우자와 

간절히 바라던 시간을 보낼 순간이 옵니다.

프라하와 인근 지역에는 즐길 거리와 볼 거리가 

넘쳐나므로 이 역사적인 도시, 박물관, 정원을 

둘러보거나 당일 또는 주말 여행으로 오스트리아 

국경 인근에 있는 동화 같은 도시인 체스키 

크룸로프 또는 화창한 와인 생산 지역인 모라비아 

남부 등의 먼 지역을 관광하며 1~2 주를 수월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이킹 및 사이클링 애호가라면 전국을 가로질러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도로 표지판이 잘 되어 있는 

루트를 탐험하고 수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특별한 국립공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 Kurt V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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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약/특별 이벤트
기념일

이미 결혼을 했지만 결혼 서약을 다시 하거나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하는 등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사랑의 표현을 할 장소를 찾고 있다면 

프라하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손으로 조각한 아름다운 샴페인 잔 

세트나 날짜가 새겨진 멋진 그릇 또는 꽃병 등 

부부가 함께 일군 중요한 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을 구매하거나 고유한 무늬를 넣은 기념품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보헤미아(또는 체코)

크리스탈은 뛰어난 세공 기술과 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으로 유명하며 여기에 두 사람만의 

개인적인 의미를 담는다면 가문의 가보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 Petr Pelu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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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일단 이 황금의 도시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면 결혼식 계획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결혼식과 피로연을 열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프라하에서 가장 특색 있는 장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궁전이든, 교회든, 레스토랑이든, 블타바 강의 보트 위든 개인적인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장소: 

 결혼식 추천 장소

 피로연 추천 장소

 뛰어난 경관

 야외 공간

© Kurt V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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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택 및 궁전

1 | 어거스틴 프라하 (AUGUSTINE PRAGUE)

역사적인 프라하 중심부의 외딴 수도원인 명망 있는 

5 성급 어거스틴 호텔은 고급스러움, 문화, 편의성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최대 1284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7 개의 건물로 구성된 이 

복합단지는 바로크, 르네상스 및 고딕 스타일의 

다양한 건축물을 자랑합니다. 화려하게 재단장된 이 

시설은 호화로운 객실, 섬세한 요리, 최첨단 휴식 및 

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00 년 이상의 역사가 

호텔의 분위기에 고스란히 드러나며 입구에서 

토마스 성당으로 바로 연결되므로 결혼식 당일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www.augustinehotel.com

2 |  네오바로크 보카치오 볼룸 

 (NEO-BAROQUE BOCCACCIO BALLROOM)

이 상징적인 바로크 볼룸은 구시가지 중심부의 5 

성급 그랜드 호텔 보헤미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대 120 명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홀은 

인상적인 결혼식 피로연을 위한 호화로운 배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www.grandhotelbohemia.cz

3 |  보스콜로 프라하 호텔 

 (BOSCOLO PRAGUE HOTEL)

이 명망 있는 이탈리아 호텔 그룹의 프라하 전초 

기지는 최고의 행사에 어울리는 5 성급 호텔입니다. 

호화롭고 예술적인 호텔인 보스콜로는 모자이크로 

장식된 수영장이 있는 로마 스파뿐 아니라 

대리석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과 우아한 치장 

벽토 작품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네오르네상스 궁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랜드 오페라 볼룸, 고급 

레스토랑, 인접한 시가 바가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결혼식 피로연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prague.boscolohotels.com

4 | 샤토 세인트 하벨 (CHATEAU St. HAVEL)

끄르츠 인근의 프라하 4 지구에 위치한 이 

로맨틱한 별장 호텔은 네오고딕 양식으로 완전히 

새단장되었으며 여러 개의 목가적인 연못이 있는 

세련된 영국식 공원의 중앙에 넓고 탁 트인 공간이 

있습니다. 13 세기에 설립된 역사적인 세인트 하벨(

자일스) 예배당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경험하십시오. 

봄 또는 여름 시즌에는 야외나 로맨틱한 호텔 

정원 안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결혼식과 민간 결혼식 모두 가능합니다. 

피로연 후에는 새로 결혼한 커플이 호화로운 타워 

스위트룸에서 결혼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www.chateauhotel.cz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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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레멘티눔 거울 예배당 

 (CLEMENTINUM MIRROR CHAPEL)

클레멘티눔은 유럽에서 가장 큰 빌딩 복합단지 중 

하나입니다. 원래 예수회 학교였던 이곳에는 이제 

국립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립도서관 내의 

거울 예배당은 1720 년 이후에 건축되었으며 벽과 

타일에 조화롭게 사용된 대리석, 황금색 치장 벽토, 

천장의 프레스코화 인테리어로 유명합니다. 또한 

거울을 사용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명소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전경이 바라다보이는 클레멘티눔의 

탁 트인 시야는 로맨틱한 순간과 사진 촬영에 

적합합니다.

www.klementinum.com

6 |  포시즌 호텔 프라하 

 (FOUR SEASONS HOTEL PRAGUE)

뛰어난 포시즌 요리와 맞춤형 서비스에 어울리는 수 

세기의 역사를 지닌 건축물에서 프라하에서 가장 

화려한 의식을 호화롭게 치르십시오. 블타바 강의 

제방에 위치한 구시가지에 자리하고 있어 카를교와 

프라하 성의 동화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넓은 메인 볼룸이 야외에서 강가의 테라스까지 

이어져 있으며 바로크 볼룸은 빛나는 16 세기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www.fourseasons.com/prague

7 |  로브코위츠 궁전 

 (LOBKOWICZ PALACE) – 프라하 성

로브코위츠 궁전은 프라하 성 복합단지에서 유일한 

개인 소유 건물로, 궁전의 17 세기 홀과 볼룸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대여가 가능합니다. 

연중 내내 연인들이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이 

역사적인 예배당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하객들을 

초청해 발코니에서 프라하의 숨막히게 아름다운 

전경을 선보이고, 격조 높은 임페리얼 홀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식사와 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로브코위츠 궁전은 개인적인 역사를 만들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www.lobkowicz.cz

8 |  만다린 오리엔탈 프라하 

 (MANDARIN ORIENTAL, PRAGUE)

독자적인 소시가지의 이전 도미니코 수도원 

자리에 위치한 만다린 오리엔탈 프라하는 섬세한 

스타일의 매혹적이고 개인적인 무대를 제공합니다. 

40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그룹은 친밀한 분위기의 결혼식과 호화로운 대규모 

결혼식 및 기념식을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모나스테리 가든 (Monastery Garden) 의 

잊을 수 없는 야외 환경뿐 아니라 이전 르네상스 

예배당을 포함한 정통적이고 역사적인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www.mandarinoriental.com/pr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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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마르티니크 궁전 (MARTINIC PALACE)

프라하 성에서 몇 걸음만 걸어 가면 볼 수 있는 

르네상스 마르티니크 궁전은 다양한 기념식을 위해 

대형 홀을 대여합니다. 홀에는 고전적이고 종교적인 

그림으로 장식된 예배당이 있으며, 이 궁전에는 

분수가 있는 뜰, 특정 시대의 가구로 꾸며진 여러 

응접실, 원목 들보와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천장이 

있습니다. 이 궁전은 정통적이고 역사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어 하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www.martinickypalac.cz

10 |  시민 회관 (MUNICIPAL HOUSE)

나메스티 리푸블리키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이 아르누보 궁전은 1905 년~1912 년에 수도인 

프라하를 대표하는 회관으로 건축되었으며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르누보 중 하나입니다. 

가장 뛰어난 체코 화가와 건축가들이 이 궁전의 

아름다운 내부를 장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청은 

결혼식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프레스코화와 

다양한 벽화로 장식된 시청은 예술가인 알폰스 

무하가 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 창으로 유명합니다.

www.obecni-dum.cz

11 |  올드 타운 홀 (OLD TOWN HALL)

올드 타운 홀과 유명한 천문 시계는 프라하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올드 

타운 홀은 역사적인 올드 타운 광장에 자리한 여러 

개의 건물이 점차 단일한 독립체로 결합된 하나의 

복합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상적이고 넓은 

올드 타운 광장과 틴 성당을 배경으로 항상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올드 타운 홀의 의회 홀은 가장 인기 있는 

결혼식 장소 중 하나이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www.staromestskaradnicepraha.cz

12 |  마메이슨 스위트 호텔 

 (MAMAISON SUITE HOTEL)

 파츄트흐 궁전 (PACHTUV PALACE)

이 바로크 궁전은 현재 호화로운 마메이슨 스위트 

호텔 파츄트흐 궁전의 본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를교에서 몇 걸음만 걸어가면 블타바 강과 프라하 

성의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집니다. 이 호텔에는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평화롭고 로맨틱한 환경을 

제공하는 2 개의 뜰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또한 신랑과 신부의 기호에 따라 맞춤형 웨딩 

메뉴를 준비할 수 있는 아마데(Amade)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매력적인 웨딩 

스위트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mamai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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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펠피 궁전 (PÁLFFY PALACE)

프라하의 소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이 바로크 

궁전은 18 세기에 건립되었으며 넓은 테라스에서 

바라다보이는 아름다운 프라하 성과 정원의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 궁전의 정원은 결혼식 장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테라스에 인접한 극찬을 받고 

있는 펠피 팰리스(Pálffy Palace) 레스토랑은 격조 

높은 예식일을 원하는 고객의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호화로운 고급 레스토랑은 골동품, 

황금 촛대, 정교한 샹들리에가 감각적으로 비치되어 

있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www.palffy.cz

14 | 트로야 샤토 (TROJA CHATEAU)

1691 년에 완공된 트로야 샤토는 보헤미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통성 있는 바로크 건축물 중 하나로, 

트로야 인근의 프라하 동물원 옆에 있습니다. 

생울타리로 둘러싸인 넓은 정원은 장식물과 과일 

나무로 가득 차 있으며 작은 자연 미로, 분수, 오렌지 

과수원이 있습니다. 신과 거인 상으로 장식된 넓은 

돌 계단은 결혼 사진을 촬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 줍니다. 내부, 특히 임페리얼 

홀은 기념비적인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따라 이어진 이 홀은 이 대저택에서 

결혼식장으로 가장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www.citygalleryprague.cz

15 | 우 즐라테 스투드네 (U ZLATÉ STUDNĚ)
우 즐라테 스투드네 건물의 역사는 1528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 1900 년 

이래로 이 건물은 프라하의 전설적인 스카이라인 

너머로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는 웅장한 경관이 

바라다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골든 웰(Golden Well) 부티크 호텔의 테라스는 4 

층에 위치해 있어 도시 경관을 배경으로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커플이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즐기거나 결혼 축하연을 열기에 적합합니다. 

여름에는 하객들이 테라스에서 바로 프라하 성의 

궁전 정원으로 이어지는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황제 루돌프 2 세의 전용 

출입문으로 사용되던 이 문은 성 문지기가 매일 

열고 닫습니다.

www.terasauzlatestudne.cz

16 | 조핀 궁전 (ŽOFÍN PALACE)

블타바의 슬라브 섬에 위치한 네오르네상스 건물인 

조핀 궁전은 국립 극장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핀이라는 이름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조셉 1 세의 어머니인 

소피 대공비 (Archduchess Sophie) 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조핀 궁전에는 여러 개의 홀, 좀 더 

개인적인 시장실, 경내에 위치한 극찬을 받는 야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www.zofin.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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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성 베드로 및 바울 대성전 

 (BASILICA OF Sts. PETER AND PAUL)

성 베드로 및 바울 대성전은 국립 문화 기념관인 

비쉐흐라드 (Vyšehrad) 복합단지의 일부로, 블타바 

강의 오른쪽 제방 위의 층암 절벽에 고대 체코 

왕자의 자리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070 년에 건립된 이래로 여러 번의 개조와 

재단장을 거쳤습니다. 현재의 네오고딕풍 외관은 

종교적인 의식에 적합한 훌륭한 내부 시설을 

제공합니다.

www.kkvys.cz

18 |  브레브노프 수도원 (BŘEVNOV MONASTERY)
브레브노프 수도원은 한 장소에서 결혼식의 모든 

절차와 후속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수십 년간 예식장으로 인기를 

얻어 왔습니다. 종교적인 결혼식은 성 마가렛 

대성전 (St. Margaret’s Basilica) 에서 열릴 수 

있으며, 민간 결혼식은 종종 보체스카 파빌리온 

(Vojtěška Pavilion) 뒤의 정원이나 마리아 테레사 

홀 (Maria Theresa Hall) 에서 열립니다. 이 홀도 

결혼 피로연에 적합합니다. 반면 살라 테레나 (Sala 

Terrena) 에서는 일반적으로 파티 후의 사교 모임이 

열립니다. 신혼부부는 파티가 끝난 후 브레브노프 

수도원 건물의 복합단지에 위치한 아달버트 호텔 

(Adalbert Hotel) 의 웨딩 스위트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www.brevnov.cz

19 |  성 자일스 교회 (CHURCH OF St. GILES)

1371 년에 봉헌된 기념비적인 3 통로 교회인 성 

자일스 고딕 교회는 구시가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 하나입니다. 웬체슬라스 광장(Wenceslas 

Square)에서 약간 벗어난 후미진 곳에 자리한 이 

교회는 도미니크 장미 정원에 인접해 있으며 외부의 

고딕 양식과 원대한 바로크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또한 3,500 개의 리드관과 숨이 멎을 듯한 음향을 

자랑하는 프라하에서 가장 큰 고전적인 오르간이 

있어 음악을 동반하는 종교적인 결혼식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praha.op.cz

20 |  성 토마스 사도 교회 

 (CHURCH OF St. THOMAS THE APOSTLE)

소시가지의 프라하 성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 고딕 

교회는 그 역사가 1285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웬체슬라스 왕 2 세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풍부하고 훌륭한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어 종교적인 

예식에 적합하며 내부에는 잘 보존된 14 세기의 

프레스코화와 과거 600 년간의 유명한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www.augustiniani.cz

성당, 교회 및 유대교 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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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크레 쾨르(SACRÉ COEUR)

세속화된 예배당인 사크레 쾨르는 이전에 

수녀원에서 운영하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Church of 

the Lord Jesus Christ)의 예수 성심 수녀회(Ladies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기숙학교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오고딕 교회인 사크레 쾨르는 

19 세기에 건축되었습니다. 웅장한 인테리어와 

정원 등의 인접한 시설은 종교적인 결혼식, 민간 

결혼식, 이어지는 결혼식 피로연 모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www.sacrecoeur.cz

24 | 스트라호프 수도원 (STRAHOV MONASTERY)

스트라호프의 로열 프레몬트레 수도원 (Royal 

Premonstratensian Monastery) 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보존된 프레몬트레 기능 수도원 중 

하나입니다. 이 수도원은 1143 년에 건립된 이래로 

사실상 중단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이 

수도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라호프 

도서관과 미술관의 일부인 체코 역사박물관 

(Museum of Czech Literature) 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름 및 겨울 학교는 민간 예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strahovskyklaster.cz

21 |  주빌리 또는 예루살렘 회당 

 (JUBILEE OR JERUSALEM SYNAGOGUE)

프라하 역사 중심지에서 가장 젊고 큰 유대교 

회당인 이 유대교 회당은 무어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20 세기 초에 완공되었습니다. 회당 

안에는 850 개의 좌석이 있어 대규모 결혼식에 

적합합니다. 내부에는 다채롭게 채색된 비엔나 

아르누보 풍의 장식물이 있어 세계의 여느 유대교 

회당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이 회당에서는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www.kehilaprag.cz

22 | 신구 유대교 회당 (OLD-NEW SYNAGOGUE)

프라하 구시가지의 역사적인 유대인 지구에 위치한 

신구 유대교 회당은 유럽 전역에서 현재도 이용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유대교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1270 년에 건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신 유대교 회당 

또는 큰 회당으로 불렸습니다. 현재의 이름은 

프라하에서 다른 유대교 회당이 처음으로 건축된 16 

세기에 붙여졌습니다. 이 회당은 보헤미아의 고딕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프라하의 

유대인 커뮤니티의 랍비가 결혼식을 주관합니다.

www.kehilaprag.cz

21 23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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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성 비투스 대성당 (St. VITUS CATHEDRAL)

우뚝 솟은 고딕 성 비투스 대성당(Gothic St. 

Vitus Cathedral)은 프라하 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명소이자, 프라하의 전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성 비투스 대성당은 건축학적 

관점에서 비범한 건물일 뿐 아니라 프라하 대주교의 

본거지로서 체코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카톨릭 

기관입니다. 옆으로 늘어선 신도석, 트리포리움, 

채플 서클이 있는 이 3 통로 성당은 14 세기에 

원래 원형 건물 부지에 건축되었다가 나중에 

대성당이 되었습니다. 대성당 공개 시간이 끝난 후 

저녁 시간에 이곳에서 종교적인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www.katedralasvatehovita.cz

© Kurt V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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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프라하 성 아래의 궁전 정원

프라하 성 아래의 정원 복합단지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으며 

마음을 사로잡는 프라하 역사 중심지의 풍경과 

안쪽으로 들어간 지형에 곳곳에 산재한 분수, 기발한 

계단과 통로, 글로리에테 및 로지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주 영역은 최대 256 명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는 레데보르 가든 (Ledebourg 

Garden) 의 대표적인 파테르이며 잔디로 뒤덮인 

영역을 에워싼 길에는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용 정원에는 3 

부분으로 이루어진 살라 테레나 (Sala Terrena) 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라 테레나는 뛰어난 음향 

장비를 자랑하므로 소규모 실내악 합주단에도 

사운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원 파테르의 

남쪽에는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레데보르 궁전 

갤러리 (Ledebourg Palace Gallery) 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멋지고 화려한 유리 미술관에는 로비와 

정원 파테르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습니다. 3 개의 

대형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웅장함을 더합니다. 

우아한 환경은 비수기나 악천후에 축하 테이블을 

보호하기에 적합합니다. 정원이나 펠피 팰리스 또는 

빌라 리히터 (Villa Richter) 등 정원과 직접 연결된 

레스토랑에서 결혼식 피로연을 열 수 있습니다.

www.palacove-zahrady.cz

26 | 그레보브카 파빌리온 (GRÉBOVKA PAVILION)

이 파빌리온은 비노흐라디의 녹음이 우거진 근린 

주거 시설인 그레보브카 공원 (Grébovka Park) 

의 위쪽에 있습니다. 1870 년대에 사격장, 잔디 

스키틀 장, 체스판, 방문객들이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기타 명소를 갖춘 정원 놀이 공간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레보브카 파빌리온은 프라하 2 

지구의 공식적인 예식장이며 현지 직원이 특별한 

피로연을 포함해 고객을 위한 세부적인 결혼 

프로그램을 기획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잘 

관리된 공원이나 파빌리온에서 민간 결혼식 또는 

종교적인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www.pavilongrebovka.cz

27 |  더 마크 럭셔리 호텔 프라하

 (THE MARK LUXURY HOTEL PRAGUE)

더 마크 럭셔리 호텔 프라하의 정원은 봄 또는 여름 

결혼식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편안한 환경에서 노련한 직원들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하므로 친근하고 로맨틱한 결혼이든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결혼식이든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www.themark.cz

26 28

27

정원, 공원 및 야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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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프라하 식물 정원 

 (PRAGUE’S BOTANICAL GARDEN)

트로야에 있는 식물 정원에서 로맨틱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 보고 야외에서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을 

즐기십시오. 숨 막힐 듯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네.”라고 서약하십시오. 성 클라라 예배당 

(St. Clara’s Chapel) 아래의 테라스에서는 프라하의 

매혹적인 경관과 현지 포도원 사이를 굽이굽이 

흘러 가는 블타바 강이 바라다보입니다. 특별한 

결혼식을 원한다면 대나무 밭에서 결혼 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파타 

모르가나 (Fata Morgana) 열대 온실의 폭포 테라스가 

특별한 날에 적합한 장소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www.botanicka.cz

30 | 빌라 리히터 (VILLA RICHTER)

프라하 성 바로 옆에 있는 보헤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원 중 한 곳에서 연중 내내 마법 같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인트 웬체슬라스 포도원 (St. 

Wenceslas Vineyard) 의 숨 막히게 아름다운 

경관은 야외 결혼식에 완벽한 배경이 됩니다. 그런 

다음 프라하의 고유한 전경이 바라다보이는 세련된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피로연을 열 수 있습니다. 

테라스에 인접한 1 층의 피아노 테라 레스토랑 (Piano 

Terra Restaurant) 또는 위층에 있는 피아노 노빌 

레스토랑 (Piano Nobile Restaurant) 은 아열대 

식물이 자라는 온실, 우아한 인테리어와 아름다운 

경관이 바라다보이는 테라스를 갖춘 4 개의 전용 

응접실을 제공합니다.

www.villarichter.cz

32

31

31 |  브르트바(브르트봅스카) 가든 

 (VRTBA (VRTBOVSKÁ) GARDEN)

브르트바 가든은 바로크 프라하의 가장 매력적인 

명소 중 하나로, 유네스코 역사 유적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은 고대 신화의 연인인 비도니스와 

아도니스의 모습과 삶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천장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살라 테레나에서 열립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은 소시가지의 성 니콜라스 

교회 (St. Nicholas Church), 프라하 성, 프라하의 

스카이라인이 멋진 배경을 이루고 있으므로 잊지 

못할 날의 추억으로 영원히 남을 결혼식 사진을 

촬영하기에 적합합니다.

www.vrtbovska.cz

32 |  조핀 가든 (ŽOFÍN GARDEN)

지붕이 있는 이 야외 레스토랑은 블타바 강의 

아름다운 슬라브 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핀 

궁전과 로맨틱한 정자를 연결하는 이 레스토랑은 

결혼식에 적합한 세련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이 

레스토랑은 최대 200 명을 위한 결혼식 파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 하객을 

위해 결혼식장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잘 

정비되고 섬세하게 꾸며진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zofingarden.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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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캄파 파크 (KAMPA PARK)

캄파 그룹의 주력 레스토랑인 캄파 파크는 150 종 

이상의 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최고급 해산물 및 

육류 특선 요리를 포함한 최고의 요리를 제공하며 

이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테라스와 카를교의 아름다운 경관으로도 

유명합니다. 레스토랑의 세련된 룸이나 강둑에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테라스에서 피로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www.kampagroup.com

현대적이고 절충적인 예식 장소

33 | 아리아 호텔 (ARIA HOTEL)

이 디자이너 호텔은 음악 테마 전문 호텔로, 최고의 

예식장인 웅장한 브르트바 가든에 인접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결혼식의 모든 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 신랑과 신부, 그리고 결혼식 

하객에게 어울리는 음악을 준비해 드립니다. 코다 

레스토랑 (CODA Restaurant) 과 겨울 정원, 경치가 

아름다운 옥상 테라스, 브르트바 가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ariahotel.net

34 | 헤르게토바 치헬나 (HERGETOVA CIHELNA)

블타바 강둑에 위치한 이 활기차고 세련된 

레스토랑은 카를교의 웅장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대중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체코 요리와 세계 요리를 

선보이므로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경관과 유쾌한 분위기가 

신혼부부와 하객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www.kampa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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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즐라타 프라하 레스토랑 

 (ZLATÁ PRAHA RESTAURANT)

야외 테라스를 갖춘 즐라타 프라하 레스토랑은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프라하 호텔의 9 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에서 가장 뛰어난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고객들은 체코 요리와 세계 요리를 모두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밤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맛볼 수 있는 

프라하 구시가지의 전경이 바라다보이는 마법과 

같은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테라스와 

구시가지, 프라하 성, 블타바 강, 레트나 공원 (Letná 

Park) 의 매력적인 경관을 결혼식을 위한 특별한 

무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결혼식 후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피로연을 열 수 있습니다.

www.zlatapraharestaurant.cz

36 |  리오스 비셰흐라트 레스토랑 

 (RIO’S VYŠEHRAD RESTAURANT)

이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레스토랑은 성 베드로 

및 바울 대성당 바로 맞은편의 프라하 비셰흐라트 

요새의 조용하고 로맨틱한 정원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완벽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대성당에서 

종교적인 예식을 올리거나 인접한 공원의 정원에서 

민간 결혼식을 올린 후의 피로연 장소로 인기가 

있습니다.

www.riorestaurant.cz

37 |  소호+ 레스토랑 앤 가든 

 (SOHO+ RESTAURANT & GARDEN)

이 세련된 레스토랑과 테라스는 도심 바로 남쪽에 

위치한 블타바 강의 오른쪽 제방을 따라 이어진 

조용한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쾌적한 흰색 테라스를 갖추고 있어 결혼식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머슐랭 쉐프인 로스티슬라브 루잔스키 

(Rostislav Růžanský) 가 소호에 “에센셜 요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전 세계에서 에센스를 

수집하여 테이블에 내 놓았습니다. 뛰어난 요리와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로 섬세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www.soho.cz

36 3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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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고 매력적인 장소

39 |  마틸다 보트 호텔 앤 레스토랑 

 (MATYLDA BOAT HOTEL AND RESTAURANT)

프라하의 역사 중심부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이 호텔은 국립공원과 가까우며 2 개의 

고급 보트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므로 유럽 

전역에서 가장 독특한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복합단지는 블타바 강을 따라 비셰흐라드 바위에서 

마네스 갤러리 (Mánes Gallery) 까지 이어진 새롭게 

단장된 제방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이 

미술관과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결혼식을 올리기에 

좋습니다.

www.botelmatylda.cz

40 |  프라하 베니스 (PRAGUE VENICE)

아늑한 인테리어 디자인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보트나 

정통 베네치아 스타일의 곤돌라를 타고 프라하 

웨딩에 이탈리아의 느낌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강을 따라 구시가지를 거쳐 항해하며 블타바에서 

프라하 성의 독특한 전경을 감상하고 체르토브카 강 

(Certovka Stream) 의 광활한 그랜드 프라이어리 밀 

(Grand Priory Mill) 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경험해 

보십시오. 살룬 스피드쉽 네포먹 (Saloon Speedship 

Nepomuk) 은 최대 100명의 하객을 위한 피로연과 

결혼식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더 소규모의 결혼식을 

원한다면 보더치 (Vodouch) 보트가 적합합니다.

www.prazskebenatky.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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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비니츠니 알탄 (VINIČNÍ ALTÁN)
프라하의 도심에 위치한 포도원 한 가운데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으십니까? 결혼식 서약을 한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와인으로 축배를 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레보브카 파크와 포도원에서 이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나무로 된 가제보 

레스토랑과 와인 바, 새롭게 재건축된 매력적인 

문화적 랜드마크는 비전통적인 결혼식을 올리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www.vinicni-altan.cz

41 42

43

41 | 타워 파크 프라하 (TOWER PARK PRAHA)

프라하에서 가장 크고 눈에 띄는 지즈코브 (Žižkov) 

TV 송신탑은 레스토랑, 비스트로, 바, 6 개의 

스위트룸으로 구성된 테마별로 고안된 360° 회전 

캡슐을 제공합니다. 지상에서 66m 높이에 위치한 

오블라카 (Oblaca) 레스토랑은 현대적인 요리와 

특별한 장소에서 바라다보이는 아름다운 대도시 

경관이라는 독특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결혼식 날 

밤을 위해 디자이너 가구가 구비되어 있고 도시의 

전경이 한 눈에 바라다보이는 타워의 고급 1 침실 

호텔은 결혼식 날 밤을 위한 탁월한 선택입니다.

www.towerpark.cz

43 | 비셰흐라드 증기선 (VYŠEHRAD STEAMBOAT)

Prague Steamboat Company에서 운영하는 

외륜선인 비셰흐라드는 블타바 강에 마지막으로 

남은 2 대의 외륜선 중 하나입니다. 2013 년에 

이 배는 체코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38 년에 블타바에서 첫 항해를 시작한 이 배는 

길이 62m, 폭 10.6m 로 프라하에서 가장 큰 보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비셰흐라드에 승선해서 

결혼식을 할 경우 결혼 서약을 할 항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판은 결혼식 피로연과 자정에 

불꽃놀이로 마무리되는 후속 파티를 열기에 

적합합니다.

www.praguesteamboats.com



웨딩 서비스

특별한 날을 계획할 경우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에서의 결혼식을 계획할 경우에는 주눅이 들 정도로 준비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스트레스 없이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을 만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식 준비에서 느낄 수 있는 설렘과 
낭만에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프라하에서 장소, 사진가, 음식 제공 
업체, 드레스 대여 등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꿈꿔 오던 결혼식을 만들 
수 있도록 뛰어난 결과물, 고객들의 극찬, 전문적인 접근 방식으로 누차 
실력을 입증한 엄선된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ragueweddingguide.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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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에이전시

프라하에서의 특별한 결혼식

EWiP 는 해외 웨딩을 전문으로 하는 웨딩 플래닝 

에이전시입니다. 이 에이전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모든 과정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함 없는 

명성을 자랑하는 이 에이전시는 프라하의 여러 

최고급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시는 시 의회 및 교회와 결연을 맺고 

있으며 사랑, 열정, 개인적인 서비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www.exclusiveweddingsinprague.com

White Agency Ltd. – 프라하 웨딩 에이전시

프라하와 런던에 기반을 둔 해외 웨딩 플래너이자 

프라하의 창의적인 웨딩 스타일리스트인 White 

Agency 는 웨딩 시장에서 10 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Style Me Pretty 의 리틀 블랙 북 (Little Black 

Book) 에 유일한 체코 회원으로 등재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www.pragueweddingagency.com

PragueWeddings.com

PragueWeddings.com 은 경험이 풍부한 (15 년) 풀 

서비스 웨딩 코디네이션 회사로, 해외 웨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장소, 패키지 및 옵션을 제공합니다. 

웨딩 플래닝 업계에서 10 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이 에이전시는 모든 고객이 뛰어난 수준의 보안을 

제공받고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결혼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친밀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www.pragueweddings.com

Adam & Eva Wedding Services

Adam & Eva Wedding Services는 8 년 이상 최고의 

웨딩 플래닝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폭 넓은 

국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기타 사교 이벤트뿐 아니라 

고객이 꿈꾸는 날을 각자의 요구에 맞춰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에이전시는 셀 수 없이 많은 결혼식과 

소규모의 가족 기념 이벤트에서 하루 종일 진행되는 

호화 결혼식, 체코 정부를 위한 연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창의적으로 

기획해 왔습니다.

www.adameva.cz

Bohemiaweddings.com

Bohemiaweddings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역사적 

장소인 프라하에서 로맨틱하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꿈꾸는 전 세계의 모든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 에이전시는 

결혼식을 계획하고, 편안하게 결혼식을 올리며, 고객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결혼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bohemiaweddings.com

© Kurt V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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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웨딩 (Luxury Wedding)

1|  Pronovias Lany 고급
 웨딩 드레스,
 Adina Wedding Centre,
 www.adina.cz
2 |  영원히 함께 (Forever together),
 Petr Pelucha Photography,
 www.pelucha.com
3 |  웨딩 사진,
 Print-shop 및 Printia 아트 스튜디오,
 www.printia.cz
4 |  화려한 다마스커스 패턴
 웨딩 케이크,
 Punk Rock Cakes,
 www.punkrockcakes.cz
5 |  난초로 장식한 풍성한 헤어스타일,
 Petra Měchurová Hair Design,
 www.petra.mechurova.cz

순백의 웨딩 (White Wedding)

6 |  Christian Bauer 결혼 반지,
 Halada Fine 예물,
 www.halada.cz
7 |  Omaya 웨딩 드레스,
 Nuance 예식장,
 www.nuance.cz
8 |  “좋은 아침이에요, 신부님 
 (Good morning bride)”,
 Štěpán Vrzala Photography,
 www.stepanvrzala.net
9 |  웨딩 케이크 아트 데코,
 Prague City Cake,
 www.praguecitycake.com
10 | 링컨 V 리무진,
 LCS-Limousine Car Spiritka,
 www.aclimuziny.cz
11 | 고급 부케,
 Flower Atelier Rosmarino,
 www.rosmarino.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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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 웨딩 (Romantic Wedding)

1 |  결혼 발표,
 청첩장 Chystáme svatbu,
 www.chystamesvatbu.cz
2 |  결혼 발표 아이디어 – 체코
 크리스탈 유리 공예,
 Artěl Glass,
 www.artelglass.com
3 |  빨간색 웨딩 부케,
 Mat Flowers Desing,
 www.mat-flowers.cz
4 |  Kurt Vinion Photography
 www.kurtvinion.com
5 |  로맨틱한 램지 드레스,
 Bridal salon Maggie,
 www.maggie.cz
6 |  수천 송이의 꽃으로 장식된 웨딩 케이크,
 Bakeshop Praha,
 www.bakeshop.cz

60

간소한 아름다움 
(Simply Beautiful)

7 |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
  Aurum Jewellery,
  www.klenotyaurum.cz
8 |   3단 케이크 및 컵케이크,
  SweetDots Confectionary,
  www.sweetdots.cz
9 |   개시일 (D-day),
  Matouš Duchek Photography,
  www.fotografie-svatebni.cz
10 |  축복의 부케, 캘러,
  Flower Design Studio,
  www.flowerdesign.cz
11 |  신부 헤어 스타일링,
  Petra Měchurová Hair Design,
  www.petra.mechurova.cz
12 |  완벽한 웨딩 스타일링,
  Bomton Weddings Studio,
  www.bomtonweddings.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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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
  Aurum Jewe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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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안

체코 공화국에서의 결혼식은 해당 국가의 법체제에 의해 인정됩니다. 모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라하에서도 등록 양식을 작성해서 필요한 모든 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웨딩 
에이전시는 이러한 대부분의 법적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아래의 전체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결혼식은 프라하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사무소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결혼식은 체코 공화국에서 결혼식 성례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공식적으로 등록된 21 
개의 교회 중 한 곳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종교적 결혼식은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복음교회, 정교회, 유대교 회당에서 올리는 결혼식입니다.

프라하의 기타 종교 협회로는 체코 힌두교 협회 (Czech Hindu Religion Society), 국제 
크리슈나 의식회(International Society for Krishna Consciousness), 무슬림 커뮤니티 센터 
(Centre of Muslim Communities), 다이아몬드 웨이 불교 센터 (Diamond Way Buddhism), 
러시아 정교회 (Russian Orthodox Church)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결혼식을 영적으로 
인도하지만 결혼식 자체는 프라하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등록 담당자의 입회 하에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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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인당사자가 체코어를 구사하지 못 할 경우 혼인서약 시 통역사가 배석해야 한다. 혼인당사자 중 한 

명이 통역사를 확보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역사 참여 없이 혼인선언이 불가하다. 법무부 장관이나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통역사가 아닌 통역사의 경우 호적담당 직원 앞에 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내용은 

호적담당직원이 제시한다.

혼인당사자는 통역사 관련 사항에 대해 혼인신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호적담당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역사는 혼인신고 조서에 서명한다. 호적담당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혼인 선언은 2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이고 엄숙하게 진행한다.

체코 내 영주권을 갖지 않는 혼인당사자 간 혼인식은 유료이다.

대한민국 대사관

Slavíckova 5

160 00 Praha 6 - Bubenec

Tel.: +420 234 090 411

Fax: +420 234 090 450

e-mail: czech@mofa.go.kr

www.cze.mofa.go.kr

ˇ

ˇ

혼인신고 절차 상세 안내

혼인신고서는 혼인성립 장소의 해당 관공서에 제출한다.

혼인 당사자는 혼인에 관한 질문서를 작성하며, 교회결혼예식에 따른 혼인의 경우, 교회결혼 증명서 발행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혼인신고서 첨부 서류

• 출생증명서

• 국적 증명서

• 신분 증명서(여권)

• 혼인성립을 위한 법적 자격 증명서(발행일이 결혼일까지 6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 국외발행 문서의 경우 혼인여부 및 체류 증명서

• 남성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남편의 사망 증명서

• 이혼자의 경우 유효한 이혼판결문

• 대리인의 혼인신고 시에는 외국인의 본국에서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서류

• 부부관계소멸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혼인신고 당사자는 혼인신고 전 호적등기소에 내무부에서 발행한 체코 내 거주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유럽연합 국민, 유럽경제협정 국가 국민 또는 그의 가족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거주허가증명서의 

발행일은 혼인신고일까지  7  근무일을 경과할 수 없다. 

국제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외기관이 발행한 서류는 반드시 상급공증을 받아야 하며(

수퍼리걸라이제이션 또는 아포스티유), 외국어로 발행되었을 경우 체코의 공인번역사가 작성한 체코어 

공증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교회결혼예식에 따른 혼인의 경우 혼인당사자는 교회결혼예식에 따른 혼인조건을 충족시키는 증명서 

발행을 신청한다. 이 증명서 없이는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명서는 결혼식이 행해지는 행정지역의 

호적등기소에서 발행한다. 증명서발행에 필요한 부가서류는 일반혼인과 같다.

프라하 도시 관광(Prague City Tourism) 에서 발행, 2014 년

사진: 마튜스 듀첵 (Matouš Duchek), 조지 흘로빌 (George Hlobil), 즐라투스 J. 뮐러 (Zlatuše J. Müller), 페트르 

펠루차 (Petr Pelucha), 커트 비니온 (Kurt Vinion), 기록 보관소.

이 발행물의 어떤 부분도 발행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사를 포함한 전자 또는 기계 등의 어떤 

방법으로도 복제하거나 정보 저장소 또는 검색 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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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크레 쾨르

24  스트라호프 수도원

25  성 비투스 대성당

26  그레보브카 파빌리온

27  더 마크 럭셔리 호텔 프라하

28  프라하 성 아래의 궁전 정원

29  프라하 식물 정원

30  빌라 리히터

31  브르트바(브르트봅스카) 가든

32  조핀 가든

33  아리아 호텔

34  헤르게토바 치헬나

35  캄파 파크

36  리오스 비셰흐라트 레스토랑

37  소호+ 레스토랑 앤 가든

38  즐라타 프라하 레스토랑

39  마틸다 보트 호텔 앤 레스토랑

40  프라하 베니스

41  타워 파크 프라하

42  비니츠니 알탄

43  비셰흐라드 증기선

1  어거스틴 프라하

2  네오바로크 보카치오 볼룸

3  보스콜로 프라하 호텔

4  샤토 세인트 하벨

5  클레멘티눔 거울 예배당

6  포시즌 호텔 프라하

7  로브코위츠 궁전 – 프라하 성

8  만다린 오리엔탈 프라하

9  마르티니크 궁전

10  시민 회관

11  올드 타운 홀

12  마메이슨 스위트 호텔 파츄트흐 궁전

13  펠피 궁전

14  트로야 샤토

15  우 즐라테 스투드네

16  조핀 궁전

17  성 베드로 및 바울 대성당

18  브레브노프 수도원

19  성 자일스 교회

20  성 토마스 사도 교회

21  주빌리 회당

22  신구 유대교 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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