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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 기초정보
꼭 필요한 정보

가장 중요한 프라하 유적
흐라드차니 (Hradčany) 및 주변

프라하 성의 주요 유적

말라 스트라나 (Malá Strana)
구도시 (Staré Město)
신도시 (Nové Město)
역사적인 시내 중심 이외 지역

프라하 공원과 전망대
동물원과 식물원

프라하에서 문화활동
갤러리

중심지 지도

박물관

극장

블랙 시어터

클럽

대안지역

주기적인 문화행사 & 사교행사

중요 연락처와 안내
교통

관광정보

투어코스

특별 투어코스

도시에서의 생활
자연 및 공원

쇼핑

시장 및 장터

블타바 강 유람선

보트 및 페달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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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 기초정보 프라하 기초정보

프라하 기초정보
체코공화국(2004년부터 EU회원국)의 수도: 인구 1 243 000명
화폐: 체코 코룬 (CZK)
공항: 프라하 바츠라프 하벨 공항, 도심까지 30분  

www.prague.aero 
인근도시: 베를린 350 km, 비엔나 330 km, 부다페스트 530 km, 

크라코프 540 km
시간대: 중부유럽 (GMT +1), 섬머타임–중부유럽+1 (GMT +2)
기후: 온대, 연평균기온 9,0 °C, 하절기 19,0 °C,  
동절기 -0,9 °C
블타바 강은 도심을 관통하는 길이는 31 km이고 최대폭은 330 m
유적 중심지: 흐라드차니 (Hradčany), 말라 스트라나 (Malá 
Strana), 구도시 (Staré Město), 신도시 (Nové Město) 및 비쉐흐

라드 (Vyšehrad)

꼭 필요한 정보

 — 프라하에 관한 가장 유용한 정보는 www.prague.eu 와 프라

하 관광센터 (center Prague City Tourism)에서 제공  

(42쪽 참고)

 — 프라하는 도보 여행자를 우선하여 개발되었으나, 아름답고 

역사적인 보도블록은 종종 발바닥에 부담을 줍니다. 편안한 

신발을 잊지 마십시오. 

 — 걷기에 지쳤거나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십니까? 에코기차, 

개조된 올드카 승차, 역사를 간직한 구형 전차 또는 마차를 

이용하시거나 유람선으로 블타바 강을 유람하십시오. 프라하

를 둘러 보는 방법으로 세그웨이와 자전거도 있습니다.

 — 프라하 대중교통에는 지하철 및 전차가 포함되어 있고, 외곽

지역은 버스가 운행됩니다. 도보로만 여행하시는 경우를 제

외하고 1일 또는 3일 시간제 승차권이 유리합니다. 주의! 첫 

승차 전에 검표기로 승차권을 검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 2일,3일 또는 4일짜리 프라하 카드 (Prague Card)로 50곳
에 이르는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도시 대중교통

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관광안내센터 등에

서 구매하십시오.

 — 프라하에서는 영어나 독일어로 편하게 의사소통 하실 수 있

으나, 인사말 Dobrý den [도브리 덴]을 건네서 손해 볼게 없

습니다. 감사의 인사말은 děkuji [뎨꾸이] 입니다.

 — 다른 추가 정보는 39쪽을 참고하십시오.

Praha, hlavní místo  
íeskí republiky
Praha je jedním z nejkrísníjíích míst svíta.  
V jejím jedineíní zachovalím historickím 
centru, od roku 1992 zapsaním na seznamu 
svítovího kulturního a píírodního dídictví 
UNESCO, se odrííí celích jedeníct století 
historie. Toto kulturní bohatí místo plní 
skvostních pamítek nívítívníky okouzluje 
nejen svou íchvatnou a rozmanitou architekturou 
a dech beroucími víhledy, ale i intimní, 
romantickou atmosfírou, kterí píímo vybízí 
k dlouhím prochízkím. Praha je i místem 
zasvícením (nejen klasickí) hudbí a umíní, 
na níí zde narazíte na kaídím kroku, místem 
zahrad a parkí a v neposlední íadí i místem, 
kde se vaíí a pije to nejlepíí pivo na svítí.

프라하,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1992년부터 UNESCO의 세계 문화 및 유산에 등재된 
귀중한 역사의 현장으로 1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프라하는 
경이롭고 다양한 건축물과 숨막히는 풍광뿐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고 싶게 하는 은밀하고 낭만적인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프라하는 음악(클래식 음악만이 아님)과 
예술로 유명하고, 몇 걸음 건너 정원과 공원을 마주칠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맥주를 만드는 도시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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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프라하 유적
전세계 관광객이 프라하로 몰리는 이유 중 하나가 로마네스크 양식의 
로툰다로부터 고딕양식의 대성당과 바로크 양식의 교회, 르네상스 양
식의 저택과 정원을 거쳐 최근의 아르누보 양식, 큐비즘은 물론 현대
양식의 건축물들이 한곳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프라하 성은 블타바 
강변에서 환상적인 파노라마를 이루고, 블타바 수면에는 도시의 윤곽, 
탑, 대성당의 쿠폴라, 저택과 건물들, 정원과 섬들의 나무들이 투영되
어 있습니다.

흐라드차니 (Hradčany) 와 주변

프라하 성 (Pražský hrad) – Praha 1, www.hrad.cz
프라하 성은 천 년 이상을 체코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9세기

에 체코 통치자의 거주지로 건설되어 최근에는 대통령도 집무합

니다. 프라하 성은 역사적인 왕궁, 행정시설, 종교시설, 요새건

물, 정원과 황금소로와 같은 그림 같은 명소를 갖춘 세계에서 가

장 큰 성곽 콤플렉스 입니다.

탑(달리보르까 /Daliborka, 백탑/Bílá věž, 화약탑/Prašná věž, 대
성당 남쪽 거탑/Velká jižní věž Katedrály)과 황금소로의 방어용 통

로를 제외하고 관광 및 전시공간은 장애자 접근로가 마련되어 있

습니다.

프라하 성의 주요 유적 

성 비투스, 성 바츨라프 와 성 보이티예흐(성 아달베르트)의 대성당 
(Katedrála sv. Víta, Václava a Vojtěcha)  
고딕양식 대성당, 체코의 정신적 심볼, 원래 있던 로마네스크 양

식의 로툰다 자리에 1344년 건립되었습니다. 건축은 거의 600
년이 소요되어 1929년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대성당은 인상적

인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있고, 특히 그림과 준보석으로 장식하

고 바츨라프 성인의 유해를 안치한 성 바츨라프 예배당, 체코 왕

들을 안치한 지하무덤과 대관식 보물을 보관하는 재관실 (Korunní 
komora) 은 경이롭습니다

.

순수한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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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에서 제작한 노래하는 분수 (Zpívající fontána)가 있고 떨어지

는 물방울 소리가 노래소리로 울려 퍼짐, 1564–1568 토마쉬 야로

쉬 (Tomáš Jaroš)의 작품. 전시실.

미초브나 (Míčovna) 
그라피티로 장식된 르네상스 건축물, 왕립정원 (Královská 
zahrada) 에 위치. 전시 및 콘서트 홀

프라하 성 승마원 (Jízdárna Pražského hradu)
17세기 말 바로크 건축물. 승마원은 권위있고 흥미있는 전시공간

프라하 성 정원 (Zahrady Pražského hradu) 
프라하의 정원과 전망대 편 참조

경비대 교대식
성 정문의 경비대 교대식은 매 시 정각에 진행됩니다.

7:00–20:00 (하계) 와 7:00–18:00 (동계) 

12:00에는 팡파레와 함께 프라하 성 제I 안뜰에서 근무대 교대식

개관시간

프라하 성곽지역은 매일 입장가능
5:00–24:00 (4월–10월), 6:00–23:00 (11월–3월)

프라하 성내 건축물은 매일 입장가능
9:00–17:00 (4월–10월), 9:00–16:00 (11월–3월); 폐쇄일 12월
24일

성 비투스, 성 바츨라프 와 성 보이티예흐(아달베르트) 대성당
월–토 9:00–17:00, 일 12:00–17:00 (4월–10월), 월–토 9:00–
16:00, 일 12:00–16:00 (11월–3월)

대성당 남쪽 거탑은 대성당 관광코스에 제외된 별도 관람코스. 

거탑은 날씨가 양호할 때 매일 10:00–17:00 입장가능, 하절기 

10:00–18:00

입장권은 프라하 성 안내 센터에서 구입가능 II.및 III. 안뜰 또는 

일부 건물의 매표소

A코스 (구 왕궁, 프라하 성 역사실, 성 조지 바실리카, 로줌베르

스키 궁–귀족부인 회, 황금소로와 달리보르카, 미훌카 화약탑, 

성 비투스 성 바츨라프 및 성 보이티예흐 대성당) 

B 코스 (구 왕궁, 성 조지 바실리카, 황금소로와 달리보르카, 성 

비투스 성 바츨라프 및 성 보이티예흐 대성당)

C 코스 (성 비투스 보물창고 전시실, 프라하 성 화랑)

입장권은 2일간 유효. 프라하 성 안내 센터에서 가이드, 특별 관

람, 전문가 해설, 장애인 안내 신청가능.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

자판 플라스틱 안내서 비치

구 왕궁 (Starý královský palác)
16세기까지 체코 대공과 왕들이 거주하였고, 로마네스크 양식의 

소비에슬라프 궁 (Soběslavův palác) 있던 자리에 건축. 가장 주목

받는 곳은 고딕양식의 블라디스라프 홀 (Vladislavský sál) - 놀라운 

둥근천장의 늑골구조를 갖는 중세시대 프라하에서 가장 큰 비종교 

건축물 (1487–1500, 베네딕트 레이트/ Benedikt Rejt), 현재 대통

령 취임식과 국가기념행사가 거행되는 장소. 

성 조지 바질리카 (Bazilika sv. Jiří) 
프라하 성에서 보존된 가장 오래된 교회건축물이고 체코에서 로마

네스크 양식을 가장 잘 보전한 건축물. 920년경 대공 브라티슬라

브 1세 (Vratislav I.)가 건립, 12세기 증축되었고 17세기 건물 정면

을 바로크 양식으로 개축. 성 얀 네포무츠키 (sv. Jan Nepomucký) 
예배당, 성 바츨라프의 할머니로 체코 기독교의 첫 순교자인 성 

루드밀라 (sv. Ludmila) 예배당이 유명.

성 십자가 예배당 (Kaple sv. Kříže)
1758–1763년 건축가 안젤모 루라고 (Anselmo Lurago)가 건축,  

19세기 중반 고전주의 양식으로 개축. 1960년대 초반 개축되어 

139개의 유물함과 높은 역사적 및 예술적인 가치를 갖은 예배용

품을 보관하던 성 비투스 보물창고의 유물을 전시하여, 보물실 

(Klenotnice)로 불렸음. 

황금소로 (Zlatá ulička)
고딕식 성벽에 건축된 작은 집들. 16세기부터 성 경비대와 수공

업자들이 거주. 22호에서 1916–1917년에 프란츠 카프카가 집필. 

2010–2011년 황금소로 전면보수.

프라하 성 화랑 (Obrazárna Pražského hradu) 
과거 마구간 자리에 1960년대에 건축. 루돌프 소장품으로 불리는 

전래 소장품 및 후기작품(독일 및 네덜란드 르네상스 작가, 이탈

리아 르네상스 및 매너리즘, 바로크 예술품)을 소장

안나 왕비의 여름궁전 (Letohrádek královny Anny)
파올로 델라 스텔리(Paolo della Stella)가 설계하고 건축가 보흐르

무트 (Wohlmut)가 완공한 1538–1560년에 건축된 프라하에서 가

장 르네상스 양식에 충실한 건물. 여름궁전의 정원에는종 만드는 



8 9

가장 중요한 프라하 유적 가장 중요한 프라하 유적

해발고도와 일치, 299개 계단. 전망대는 프라하 뿐 아니라 날씨

가 좋은 경우 체코 전역 전망가능.

개장시간: 매일 10:00–22:00 (4월–9월), 매일 10:00–20:00  
(3월,10월), 매일 10:00–18:00 (11월–2월)

거울 미로 (Bludiště) – Petřínské sady, Praha 1,  
www.muzeumprahy.cz
1891년에 설치된 유명한 명소로 고딕 성벽에 거울을 교묘하게 배

치하여 끝없는 미로를 설치. 미로의 끝에는 스웨덴 군이 프라하

를 침공하는 30년 전쟁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한 독특한 투시화가 

위치. 마지막 방은 „웃음의 방“으로 불리며, 1911년부터 다양한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이 설치되어 있다.

개장시간: 매일 10:00–22:00 (4월–9월), 매일 10:00–20:00 (3
월,10월), 매일 10:00–18:00 (11월–2월)

말라 스트라나 (Malá Strana)

카렐 교 (Karlův most) – Malá Strana, Staré Město, Praha 1,  
www.prague.eu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1342년 홍수로 유실된 유디틴 다

리가 있던 자리에 축조. 돌다리 또는 프라하 다리로 불리다 1870
년 카렐의 다리로 명명되었고 1357년 카렐 4세가 착공하여 1402
년 완공. 다리는 사암으로 축조되었고 다리 양 끝에는 경비탑(말

라 스트라나 교탑, 구도시 교탑)이 있다. 1683년부터 1928년까지 

30개의 성인 석상이 설치. 가장 유명한 석상은 성 얀 네포무츠키

(M. 부라운, F.M. 브로코프 등)

말라 스트라나 교탑 (Malostranské mostecké věže) – Malá Strana, 
Praha 1, www.muzeumprahy.cz
작은 탑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12세기에 건립, 현재의 르네상스 

스타일은 1591년에 개축. 큰 탑은 1464년 축조된 파르레르의 후

기 고딕 건축물로 구도시 교탑과 연계되어 축조. 두 탑 사이의 

성문은 15세기 초에 축조.

개장시간: 매일 10:00–22:00 (4월–9월), 매일 10:00–20:00 (3
월,10월), 매일 10:00–18:00 (11월–2월)

롭코비츠키 궁 (Lobkowiczký palác) – Jiřská 3, Praha 1,  
www.lobkowicz.cz 
롭코비츠키 궁은 프라하 성내에 유일한 사유 건축물, 체코에서 

현재까지 원래 소유주가 소유하는 예술 소장품 중 가장 방대하고 

가장 오래된 롭코비츠 가문의 소장 예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위치. 소장품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작품, 악기 및 

베토벤과 모차르트 같은 17–19세기의 유명한 작곡가의 원고를 전

시. 궁에는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는 아름다운 콘서트 홀이 있고 

궁내에는 커피숖과 판매 갤러리가 위치

개관 시간: 매일 10:00–18:00

로레타 (Loreta) – Loretánské náměstí 7, Praha 1, www.loreta.cz
산타 카사의 복제건물과 예수탄생교회가 있고 회랑과 예배소로 

둘러 쌓인 마리아 순례지, 탑에는 27개의 로레타 종이 설치되

어 찬송가 천배로 경배드립니다 (We greet you a thousand times) 
을 타종 (9:00–18:00 매 정시). 로레타 보물창고 (Loretánský 
poklad) 는 흔치 않은 장소로16–18세기 예배용품을 전시하고, 가

장 유명한 것은 6222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현시대이다.

개관시간: 매일 9:00–12:15와 13:00–17:00 (4월–10월), 매일 

9:30–12:15와 13:00–16:00 (11월–3월)

스트라호프 수도원 (Strahovský klášter) – Strahovské nádvoří 1,  
Praha 1, www.strahovskyklaster.cz
프레멘트레 수도원은 1140년에 건립. 경내에 성모승천교회 (1743–
1752년), 많은 중세 필사본, 지도와 지구본, 바로크식 신학관 

(Teologický sál,1671–1679),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고전주의식 철학

관 (Filozofický sál,1785–1794) 이 위치한 스트라호프 도서관 및 중

부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고딕 회화, 루돌프 예술품과 바로코 및 

로코코 회화를 소장한 스트라호프 화랑.

개관시간: 매일 9:00–12:00, 13:00–17:00 (도서관) 과 매일 

9:00–12:00, 12:30–17:00 (화랑)

페트린 전망대 (Petřínská rozhledna) – Petřínské sady, Praha 1,  
www.muzeumprahy.cz   
페트린 전망대는 프라하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1891년 유빌레

이니 전시회 (Jubilejní výstava) 의 일환으로 파리의 에펠탑을 모

방 (1:5로 축소) 건축, 전망대의 높이는 63.5m나 실제 에펠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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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 (Staré Město)

구도시 교탑 (Staroměstská mostecká věž) – Staré Město, Praha 1, 
www.muzeumprahy.cz 
구도시에서 카렐 교로 들어가는 대문,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문, 1380년 이전에 완공, 다양한 석상으로 장식–카렐 4세 통치 

하의 체코에 속한 지역의 문장, 성 비투스, 카렐 4세, 바츠라프 

4세, 성 보이티예흐와 성 지크문드 석상 

개장시간: 매일 10:00–22:00 (4월–9월), 매일 10:00–20:00 (3
월,10월), 매일 10:00–18:00 (11월–2월)

구시가 광장 (Staroměstské náměstí) – Staré Město, Praha 1,  
www.prague.eu  
프라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광장. 12세기 형성되어 수많은 역

사적 사건의 증인. 유명한 구시청과 틴 앞의 성모 성당 이외에도 

바로크 양식의 성 미쿨라쉬 교회, 로코코 양식의 킨스키 궁–국립 

갤러리의 본부와 전시장, 석종의 집 (Dům U Kamenného zvonu) 
–14세기 고딕양식 도시 궁전, 현재 콘서트 및 수도 프라하 갤러

리의 전시공간, 라디슬라브 샬로운 (1915) 이 제작한 종교개혁가 

얀 후스의 기념물이 있다. .

구시청 및 천문시계 (Staroměstská radnice s orlojem) –  
Staroměstské náměstí 1, Praha 1,  
www.staromestskaradnicepraha.cz   
구도시 자치단체의 공관으로 조성. 탑, 퇴창구조를 갖는 예배당

과 14세기 후반의 풍부한 문자장식을 갖춘 가장 오래된 고딕양식 

건물. 천문시계 (15세기 초반) 에는 9:00–23:00 매시 정각에 12
사도가 출연하고 아랫부분에는 요셉 마네스 (1865) 의 황도대가 

그려진 날짜판이 있다. 동편 네오 고딕양식의 측랑은 1945년5월8
일 파괴되어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장애자용 접근로는 시청 탑

의 갤러리까지 연결되어 있다. 홀에는 장애자용 접근로가 없다.

성 미쿨라쉬 성당 (Kostel sv. Mikuláše) – Malostranské náměstí, 
Praha 1, www.stnicholas.cz
독보적인 돔과 종탑으로 프라하 바로크의 가장 유명한 명소의 하

나. 성당의 내부 장식은 절정기 바로크를 대표. 놀랍게도 직경이 

20m에 달하는 돔은 내부 높이가 49m, 기념비적인 규모와 빛이 조

화를 이룬 프라하 인테리어의 최고 걸작품, W.A.모차르트가 프라

하에 체류할 때 이곳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 

개장시간: 매일 9:00–16:00 (11월–2월), 매일 9:00–17:00 (3
월–10월)

승리한 성모 마리아 성당 (Kostel Panny Marie Vítězné – 프라하 아기
예수) – Karmelitská 9, Praha 1, www.pragjesu.info
1611년 초기 바로크 양식으로 건축되어 1634–1669 년 가르멜 수도

회가 개축. 성당이 유명해진 것은 로프코비츠 가의 폴리세나 부

인이 가르멜 수도회에 기증한 스페인에서 제작된 프라하 아기예

수 인형 때문. 아기예수는 2개의 왕관과 46개의 예복이 있고 절

기에 맞추어 옛 전통에 따라 연간 10번 예복이 교체된다. 예복

과 다른 종교용품들을 전시하기 위해 성당 내에 작은 박물관이 

있다.

개장시간: 월–토 8:30–19:00, 일 8:30–20:00

발렌슈테인 궁 (Valdštejnský palác) – Valdštejnské náměstí 4,  
Praha 1, www.senat.cz
넓은 대궁전, 프라하에서 최초로 세워 진 대규모 초기 바로크 양

식의 비종교 건물. 1624–1630년에 26채의 가옥, 6개 정원, 2개
의 벽돌공장과 다른 1필지의 대지 위에 백산전투 이후 가장 강력

하고 가장 부유했던 체코 귀족 알베르흐트 발렌슈타인 (Albrecht 
z Valdštejna,1583–1634) 한 사람을 위해 건축. 현재 체코 공화국 

상원이 위치.

개장시간: 토,일 10:00–17:00 (4월,5월,10월), 토,일 10:00–
18:00 (6월–9월), 매월 첫번째 주말 10:00–16:00 (1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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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탑 (Prašná brána) – Na Příkopě, Praha 1, www.muzeumprahy.cz
1475년에 건축된 프라하의 후기 고딕양식의 가장 유명한 유적, 

체코 왕들의 대관식 행렬이 시 역내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입구. 

화약창고로 사용된 것에서 유래한 화약탑은 현재까지도 프라하 

성으로 가는 대관식 또는 왕의 행차가 시작되는 곳

개장시간: 매일 10:00–22:00 (4월–9월), 매일 10:00–20:00  
(3월,10월), 매일 10:00–18:00 (11월–2월)

시민회관 (Obecní dům) – náměstí Republiky 5, Praha 1,  
www.obecnidum.cz  
전례없는 예술성 및 공예 기술의 완벽함을 보여주는1905–1911년
의 아르누보 양식 건축물. 풍부한 내부 및 외부 아르누보 장식

은 A. 무하, M. 슈바빈스키, J.V.미슬벡 등의 작품. 많은 매력적

인 홀과 라운지와 함께 기념비적인 스메타나 홀은 경이로운 인테

리어의 정수. 커피숖, 프랑스 식당, 플젠식당 및 유럽에서 2번
째로 오래된 아메리칸 스타일 바 역시 명확히 아르누보 스타일

로 장식되었다. 

가이드와 함께 하는 관람은 매일 수 차례 있으며, 유효한 일정은 

www.obecnidum.cz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은 성모의 집 (Dům U Černé Matky Boží) – Ovocný trh 19, Praha 1, 
www.prague.eu
체코 건축가 요셉 고챠르 (Josef Gočár) 의 설계에 따른 1911–1912
년에 건축된 체코 큐비즘 건축물의 절정으로 특출함은 벽면뿐 아

니라 큐비즘에 따른 설계도면은 물론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도 큐

비즘에 따라 건축하였고, 세계 유일의 큐비즘 커피숖이 운영되

고 있다.

커피숖 영업시간: 월–금 9:00–22:00, 토–일 10:00–22:00

베들레헴 교회 (Betlémská kaple) – Betlémské náměstí 255/4,  
Praha 1, www.prague.eu   
체코어 설교를 위해 1391년에 건축; 종교 개혁가 얀 후스

1402–1413 설교. 1661년 예수회에서 카톨릭 성당으로 개조,  

1786년 철거. 1950–1952 원래 모습으로 복원 (설계가 J. 프라그

너). 베들레헴 교회의 전시물은 체코 역사와 비카톨릭적인 전통, 

종교 개혁가 얀 후스의 생애와 작품이 전시되고, 위층에는 설교

가의 주거공간이 위치 

개장시간: (건물에서 수도 프라하 시장의 행사가 없을 경우) 월 

11:00–18:00, 화–일 9:00–18:00 (홀), 월11:00–22:00, 화–일

9:00–22:00 (탑)

틴 앞의 성모 성당 (Chrám Matky Boží před Týnem) –  
Staroměstské náměstí 604/14, Praha 1, www.prague.eu  
프라하에서 가장 인상적인 고딕양식의 종교건물, 14세기 중반부

터 16세기 초에 건축. 17세기 말 내부장식은 바로크 양식으로 개

조. 성당은 고딕, 르네상스 및 초기 바로크 작품의 거대한 갤러

리로 이 중 카렐 샤크레타의 제단화와 티호 브라헤의 묘석이 유

명. 1673 년에 제작되어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파이프 오르간. 

개장시간: 화–토 10:00–13:00, 15:00–17:00, 일 10:30–12:00

성 미쿨라쉬 교회 (Chrám sv. Mikuláše) – Staroměstské náměstí 
27a, Praha 1, www.svmikulas.cz
K.I. 딘젠호퍼의 설계에 따라 1732–1373에 건축된 거대한 바로크 

건축물로 파리의 거리 (Pařížská třída) 쪽은 근세에 보수되었고, 

유사 바로크양식으로 사암으로 제작된 대형 성 마쿨라쉬 석상이 

위치. 흥미로운 빛의 효과를 갖춘 인테리어는 딘젠호퍼 절정기의 

작품. 본당에는 하라호프 유리공방에서 제작된 크리스털로 장식

된 왕관형태의 샹들리에. 

개장시간: 월–토 10:00–16:00, 일 11:30–16:00 (예배 또는 문화

행사가 없는 기간)

틴스키 드브르 - 웅겔트 (Týnský dvůr – Ungelt) – Týnská,  
Štupartská 와 Malá Štupartská 사이, Praha 1, www.prague.eu  
프라하에서 가장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곳 중 하나. 건축된 블록

은 11세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 원래는 세금징수를 위해 요

새화한 상인 거주지역-웅겔트로 추정, 여기서 이 구역의 이름이 

유래. 가장 주목할 건축물은 퇴창 발코티를 갖춘 그란노프스키 

궁으로 프라하에서 가장 잘 보존된 르네상스 양식의 진수, 성경

과 그리스신화를 모티브로 한 멋진 그라피토와 벽화로 장식이 있

고 특히 파리스의 심판이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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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딕약식으로 건축되어 많은 석물 장식과 전통적인 내부 장식(고

딕양식 철창, 철제 샹들리에)을 보전. 오늘날까지 예배당으로 사

용되고 프라하 유태인 사회의 중심 시나고그.

개장시간: 토요일과 유태인 명절 제외 일–목 9:00–18:00  
(4월–10월), 일–목 9:00–17:00 (11월–3월), 금요일 폐관시간은 

안식일 개시시간에 따라 변동

유태인 박물관–예약센터 (Židovské muzeum – rezervační 
centrum) – U Starého hřbitova 3a, Praha 1, www.jewishmuseum.
cz

구 유태인 묘지 (Starý židovský hřbitov) – Široká 3, Praha 1   
15세기 중반 형성되어 1787년까지 매장지로 사용. 12 000개의 고

딕, 르네상스 및 바로크 양식의 무덤이 있고, 랍비 예후다 로위 

(1609) 와 모르데하이 마이셀 (1601) 의 무덤도 위치

유태인 박물관 산하 시나고그: 스페인 시나고그 (Vězeňská 1), 
클라우스 시나고그 (U Starého hřbitova 3a), 마이셀 시나고그 

(Maiselova 10), 핑카스 시나고그 (Široká 3), 장례홀 (Obřadní síň; 
U Starého hřbitova 3a)
이 건축물의 방문 시는 유대인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차림

이 필요함 

유태인 박물관의 개관시간: 매일 토요일과 유태인 휴일을 제외 

9:00–16:30 (11월–3월), 토요일과 유태인 휴일을 제외 9:00–
18:00 (4월–10월)

예루살렘(유빌레이니) 시나고그 (Jeruzalémská [Jubilejní] 
synagoga) – Jeruzalémská 1310/7, Praha 1, www.synagogue.cz
프라하 유태인 사회의 가장 최근에 건립되고 가장 큰 시나고그

로 무어 양식이 아르누보 스타일로 변형된 흥미있는 건축물. 내

부의 풍부한 인테리어는 비엔나 아르누보 스타일을 따른 다양한 

회화장식을 하고 있으며, 세계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

한 스타일.

개관시간: 매일 토요일과 유태인 휴일 제외 일–금 11:00–17:00  
(4월–10월),

개장시간: 매일 10:00–18:30 (4월–10월), 매일 10:00–17:30  
(11월–3월)

클레멘티눔 (Klementinum) – Mariánské náměstí 5, Praha 1,  
www.klementinum.com
유럽에서 가장 큰 건축물 컴플렉스의 하나인 넓은 클레멘티눔 내

부건물은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건축되었고, 원래는 

예수회의 대학이었다. 가장 흥미를 장소는 천문탑 (Astronomická 
věž)으로 아름다운 구도시의 전경을 볼 수 있고 1775년 부터 기

상관측이 시행, 풍부한 내부 장식과 체코에서 유사한 곳을 찾을 

수 없는 거울로 장식된 거울 예배당 (Zrcadlová kaple), 너무도 아

름다운 프레스코화 장식과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지구본이 있

는 바로크 양식의 도서관 

개관시간: 매일 10:00–17:00 (4월–10월) 매일 10:00–16:00  
(11월–3월)

루돌피눔 (Rudolfinum) – Alšovo nábřeží 12, Praha 1,  
www.ceskafilharmonie.cz   
세계적 명성의 콘서트 홀과 1896년 안토닌 드보르작이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고 연주한 체코 필하모니의 본부. 네오 르네상스 양

식의 건물로 1876–1884년 건립. 특히 프라하의 봄 음악 페스티

벌에서는 메인 홀- 드보르작 홀-에서 특출한 클래식 음악이 연

주된다.

요세포프 - 프라하 유태인 지구 (Josefov – pražské Židovské Město) 
– Praha 1, www.prague.eu
13세기에 형성; 현재의 모습은 1893–1913에 시행된 대규모 재건축

의 결과, 재건축 시 수 백년 프라하 유태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

요한 몇 개의 유적만이 보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

체에 산재한 유적 중 가장 잘 보전된 유태인 지구이다. 신구 시

나고그 (Staronová synagoga)를 제외하고 유대인 박물관의 경내

에 위치.

신구 시나고그 (Staronová synagoga) – Červená 2, Praha 1,  
www.synagogue.cz
유럽 및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가치 있는 유태인 유적 중 

하나로 중부유럽에서는 가장 오래된 시나고그. 13세기 말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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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반 수도원 - 에마우지 (Klášter Na Slovanech – Emauzy) – 
Vyšehradská 49, Praha 2, www.emauzy.cz   
성모 마리아와 슬라브 수호성인들의 교회가 있는 수도원으로 카

렐 4세가 1347년 건축하여 교육,예술 및 슬라브 문서의 중심이었

다. 성서 신구약의 묘사하는 벽화는 유럽에서 희귀하며, 체코 고

딕의 가장 희귀한 건축물에 속한다. 1945년 폭격으로 교회와 지

붕이 크게 파손되었고, 후에 모던한 구조로 뾰족한 끝에 금장을 

두른 흰색 콘크리트 탑으로 대체되었다. 

개장시간: 월–토 11:00–17:00 (5월–10월), 월–금 11:00–17:00  
(4월,10월) 월–금 11:00–14:00 (11월–3월)

역사적인 시내 중심 이외 지역

비쉐흐라드 (Vyšehrad) – V Pevnosti 159/5b, Praha 2,  
www.praha-vysehrad.cz   
전설에 의하면 체코 대공국의 가장 오래된 성터이나 실제는 프라

하 성보다 늦은 10세기 중반에 축성되었다. 블타바 강변에 암반

위 곶에서 멋진 프라하 풍광을 조망할 수 있고 성내 공원 지역에

는 11세기 마르틴 로툰다, 중세 시대 기초 위에 세워 진 네오 고

딕양식의 성 베드로와 바울의 성당, 안토닌 드보르작 묘소를 비

롯한 민족 묘역, 카렐 교에서 있던 석상을 보관하는 지하 포대 

등 건축학상 진귀한 구조물이 즐비하다. 

비쉐흐라하드 성곽지역은 24시간 개방

시설물 개장시간: 매일 9:30–18:00 (4월–10월), 매일 9:30–17:00 
(11월–3월)

비쉐흐라드 묘역과 슬라빈 (Vyšehradský hřbitov a Slavín): 매일 

09:30–18:00 (5월–9월), 매일 8:00–18:00 (3월, 4월, 10월), 

매일 8:00–17:00 (11월–2월)

댄싱 하우스 (Tančící dům) – Jiráskovo náměstí 6 /  
Rašínovo nábřeží 80, Praha 2, www.tancici-dum.cz
현대 프라하 건축물의 한 축을 이루는 건물로 라신의 강변

(Rašínovo nábřeží)에서 1996년부터 춤추고 있다. 프로젝트는 세

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건축가 블라도 밀루니취 (Vlado Milunić) 
와 프랑크 O. 게리 (Frank O. Gehry)의 작품. 건물의 아이디어는 

신도시 (Nové Město)

바츨라프 광장 (Václavské náměstí) – Praha 1, www.prague.eu    
도시의 상업과 행정의 중심, 유명한 기업이 밀집하고 역사적 사

건의 현장. 1348년 카렐 4세가 신도시를 개발하면 조성. 현재 광

장을 대표하는 건물을 국립박물관(1885–1891)과 1912년 J.V. 미슬

벡이 제작한 성 바츨라프 기념동상이다. 

신도시 시청사 (Novoměstská radnice) – Karlovo náměstí 23,  
Praha 2, www.novomestskaradnice.cz
14세기와 15세기의 경계에 세워 진 고딕양식 건축물 콤플렉스,  

16세기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축. 성모 마리아 예배당이 있는 

탑, 늑골구조를 갖춘 둥근천장이 있는 두 개의 고딕양식 홀, 르

네상스 홀이 있는 탑을 포함하고 있다. 1377–1784 신도시 자치

조직이 위치. 1419년7월30일 프라하의 후스 추종자에 의해 카톨

릭 시의원을 창 밖으로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후스 개혁운동

이 촉발.

개장시간: 탑: 화–일 10:00–18:00 (4월–10월) 홀: 화–일 

10:00–18:00 전시가 개최되는 기간

인드리쉬스카 탑 (Jindřišská věž) – Jindřišská ul., Praha 1,  
www.jindrisskavez.cz
후기 고딕 (1472–1476) 시기의 탑, 이탈리아 캄파닐라 

(Kampanils) 를 모방하여 건립한 독립된 종탑. 프라하에서 독립된 

종탑 중 가장 높은 66m로 10층 구조의 탑. 탑의 모퉁이에 위치한 

전망탑에서 프라하를 둘러 볼 수 있고, 커피숖, 식당 및 프라하 

탑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음. 

개장시간: 매일 10:00–18:00 

신극장 (Nová scéna) – Národní 4, Praha 1, www.novascena.cz   
1983년 건축된 현대식 극장으로 현재까지 프라하 건축물 중 가장 

논쟁이 되는 건물. 건물의 특징은 스타니슬라프 리벤스키가 설계

한 4천개가 넘는 브로우잉 글라스 벽돌로 건축되어 네오 르네상

스 스타일의 거리 풍경을 완전히 변형 시켰음. 국립극장에 소속

되어 있고 라테르나 마기카 및 다른 독창적인 프로젝트 팀의 본

거지.



18 19

가장 중요한 프라하 유적 가장 중요한 프라하 유적

유명한 영화배우-석탑으로 상징된 프레드 아스테어와 유리탑으

로 상징되는 파트너 진저 로저스의 춤추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

은 작품

신 유대인 묘지 (Nový židovský hřbitov) – Izraelská 1, Praha 3,  
www.synagogue.cz   
셀 수 없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묘역은 1890년 조성되었다. 1985
년 조성된 체코슬로바키아 유태인, 홀로코스트와 레지스탕스 희

생자를 위한 기념비가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 역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묘지는 작가 프란츠 카프카와 그의 가족 묘지  

(묘비번호 21–14–21)
개장시간: 토요일과 유태인 명절을 제외한 일–목 9:00–17:00, 금 

9:00–14:00 (4월–10월), 일–목9:00–16:00, 금 9:00–14:00  
(11월–3월)

성심교회 (Kostel Nejsvětějšího Srdce Páně) –  
náměstí Jiřího z Poděbrad, Praha 3, www.srdcepane.cz
교회는 20세기 체코의 가장 뛰어난 종교 건축물. 이 특유의 건

축물은 옛 기독교의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유명한 슬

로베니아 건축가 요시프 플레취닉 (Josip Plečnik)의 작품이고 

1928–1932에 건설되었다. 플레취닉의 원본 설계도에는 폭이 넓

고, 3m의 돔과 4m의 십자가가 설치된 높이 42m의 남부유럽식 종

탑 그리고 교회내부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로 디

자인 되어 있다. 

개장시간: 교회는 미사 집전 40분 전과 후에 개방

미사: 월–토 8:00, 18:00과 일 9:00,11:00, 18:00

쥐쉬코프 TV 방송탑 (Žižkovská televizní věž) – Mahlerovy sady 1, 
Praha 3, www.towerpark.cz   
높이 216m, 프라하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쥐쉬코프의 상징건물로 

이론이 없다. 360°전망대로 프라하를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

다. 건축가 바츨라프 아우리츠키와 이리 코작이 서명한 1980년대 

프로젝트에 따라 건설. 건축물에는 진보적 예술가 다비드 체르니

의 거대한 10개의 미밍코(베이비)상이 설치되어 있다. 

개장시간: 매일 8:00–24:00

브레브노프 수도원 (Břevnovský klášter) – Markétská 1/28,  
Praha 6, www.brevnov.cz
993년 볼레슬라프 2세와 보이티예흐 주교가 설립한 체코에서 가

장 오래된 남자 수도원. 현재의 모습인 절정기 바로크 양식으로 

1708–1745년 개축(건축가 K.I.딘첸호퍼). 웅장한 바로크 양식의 

성 마르케타 바질리카, 11세기에 건축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지하

실, 테라지안 홀이 있는 수도원장실 방문가능. 브레브노프 수도

원은 13세기 중반부터 유래한 맥주주조로도 유명하며, 주조된 맥

주를 오늘날에도 수도원 경내에서 맛볼 수 있다. 

관람: 토,일 10:00, 14:00,16:00 (4월–10월) 토,일 10:00,14:00 
(11월–3월)

뮐러(로스) 빌라 (Müllerova [Loosova] vila) –  
Nad Hradním vodojemem 14/642, Praha 6, www.muzeumprahy.cz
뮐러 가족의 빌라는 아방가르드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된다. 

계몽주의 고객과 천재 건축가의 보기 드문 합의로 만들어 진 작

품. 건물의 외관은 급진적인 기능주의를 따랐으나 내부구조는 

„Raumplan“ 이라고 불리는 공간설계를 통하여 하나에서 다른 하

나로 흐를 수 있는 경이롭고 독창적인 인테리어를 설계 

방문은 사전예약 필요: 화, 목,토,일 9:00,11:00, 13:00, 15:00, 
17:00 (4월–10월) 화,목,토,일 10:00,12:00,14:00,16:00  
(11월–3월)

메인포인트 카르린 (Mainpoint Karlín) – Pobřežní 21, Praha 8,  
www.mainpointkarlin.cz
권위있는 부동산 평가 미핌 어워드 (MIPIM Awards) 에서 2011년 

세계 최고의 사무용 건물로 선정- 매우 독창적인 특성으로 요약

평가. 설계회사 DaM은 처음부터 환경친화 설계를 강조- 건물을 

냉방을 위해 블타바 강물과 수로로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적용.

프라하 유적지, 박물관 또는 갤러리 입장료는 대체로 70–150 코
룬, 일부 개인 박물관은 좀 더 비쌉니다. 가장 비싼 입장료는 가

장 다양하고 가장 의미있는 유적인 프라하 성과 유태인 박물관

(350코룬, 300코룬)이지만 수일간 입장권이 유효하고, 무료입장 

가능한 곳을 많아서 오히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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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의 정원과 전망대
복잡한 프라하 도심 속에 아름다운 프라하를 둘러보는 것과 아울러 조
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위해 관리되고 설계된 재미있는 정원들이 있습
니다. 일반적인 산책 장소로 독특한 자연경관이 펼쳐지는 식물원과 동
물원의 정원이 있습니다
 

프라하 성 정원 (Zahrady Pražského hradu) – Pražský hrad, Praha 1, 
www.hrad.cz
왕립정원 (Královská zahrada)은 프라하 성의 정원 중 역사적 가

치가 가장 높은 곳. 합스브르크 왕가의 페르디난데 1세가 1534년 

이탈리아식 정원으로 조성. 현재 모습은 19세기 영국식으로 개조

된 모습. 남정원(라이스카 정원 /Rajská/, 성벽 정원 /Zahrada 
Na Valech/, 하르팅고프 정원 /Hartigovská/)은 프라하 성 정면에 

펼쳐 진다. 정원에서 매력적인 말라 스트라나, 구도시 및 멀지 

않은 페트린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

무료입장
개장시간: 매일 10:00–18:00 (4월,9월), 매일 10:00–19:00 (5
월, 10월) 매일 10:00–21:00 (6월,7월) 매일10:00–20:00 (8월)

프라하 성 밑의 궁정원 (Palácové zahrady pod Pražským hradem) – 
Valdštejnská 12–14, Praha 1, www.palacove-zahrady.cz
프라하 성의 남사면에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정원 (Ledeburská, 
Malá a Velká Pálffyovská, Kolovratská a Malá Fürstenberská 
zahrada) 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난간 테라스를 장식한 조각

상들, 비밀스러운 계단과 통로, 다수의 샘과 분수 또는 바로크 

양식의 고급스런 화단에 감상하실 수 있다. 

개장시간: 매일 10:00–18:00 (4월,10월), 매일 10:00–19:00 (5
월,9월), 매일 10:00–21:00 (6월,7월), 매일 10:00–20:00(8월)

발렌슈타인 정원 (Valdštejnská zahrada) – Letenská ul., Praha 1, 
www.senat.cz
정확히 기하학적으로 설계된 초기 바로크 정원으로 발렌슈타인 

성과 함께 1623–1629년에 조성. 우선 눈을 끄는 것은 3축의 거

대한 건축물로 당시로는 새로운 야외공연장 (Sala terrena) 이 있

고 인공 동굴과 종유석이 있다. 여름철에는 콘서트와 연극이 공

연된다.

무료입장
개장시간: 월–금 7:30–18:00, 토,일 10:00–18:00 (4월–10월) 

19:00까지 (6월–9월) 

프란체스코 정원 (Františkánská zahrada) – Jungmannovo náměstí 
/ Václavské náměstí, Praha 1, www.prague.eu
보기 드문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녹색 오아시스로 많은 벤치와 

그 위를 덮는 철제 그늘막을 갖추고 있고, 여름철에는 장미꽃이 

가득 핀다. 잔디밭은 낮은 주목 울타리로 나누어 져 있고, 정원

에는 몇 개의 조각상, 분수, 정자, 어린이 놀이터, 과일나무 및 

원래 주인이었던 가르멜 수도원과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수도사들

이 약초를 재배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약초원이 있다. 

입장무료

순수한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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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식물원

수도 프라하 동물원 (Zoologická zahrada hl. m. Prahy) –  
U Trojského zámku 120/3, Praha 7, www.zoopraha.cz
프라하 동물원은 특이한 위치에 조성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

운 동물원 중 하나. 가파른 지형에 조성된 10 000m2에 달하는 

동물원은 아프리카 관, 인도네시아 정글 또는 코끼리 계곡 등 엑

조틱한 경험을 제공. 멋진 자연의 모습은 단지 자녀를 동반한 가

족만의 방문장소는 아니다.

개장시간: 매일 9:00–17:00 (4월), 매일 9:00–18:00 (3월,5월, 

9월,10월), 매일 9:00–19:00 (6월–8월), 매일 9:00–16:00  
(11월–2월)

프라하 시립 식물원 (Botanická zahrada hl. m. Prahy) –  
Nádvorní 134, Praha 7, www.botanicka.cz
식물원은 역사적인 성 클라라 포도원, 명상을 위한 일본정원과 

독특한 열대온실 파타 모르간 (Fata Morgana) 을 포함하는 30헥
타의 전시공간을 제공. 130미터에 달하는 온실은 온도, 습도가 

다다른 3개의 독립된 구역으로 나누어 져 있고, 연중 열대자연을 

즐길 수 있다.

개장시간:
실외 전시장과 성 클라라 포도원: 매일 9:00–16:00 (11월–2월), 

매일 9:00–17:00 (3월,10월), 매일 9:00–18:00 (4월), 매일 

9:00–19:00 (5월–9월)

온실 파타 모르간 (Skleník Fata Morgana): 화–일9:00–18:00 (4
월),화–일 9:00–19:00 (5월–9월), 화–일 9:00–17:00 (4월,10
월), 화–일 9:00–16:00 (11월–2월)

챨스 대학 식물원 (Botanická zahrada Univerzity Karlovy) –  
Na Slupi 16, Praha 2, www.bz-uk.cz
정원은 이미 1989년에 개장되었고 순차적으로 수목원, 온실, 연못 

및 고산 식물원을 조성. 현재 다른 야외 전시물과 함께 프라하 도

심에서 조용한 녹지를 제공하고 옛 시대를 호흡할 수 있는 곳

개장시간
외부: 매일 10:00–17:00 (2월–3월), 매일 10:00–19:30 (4월–8
월), 매일 10:00–18:00 (9월,10월), 매일 10:00–16:00 (11월–1월)

온실: 매일 10:00–16:00 (2월–3월), 매일 10;00–17:00 (4월–10
월), 매일 10:00–15:30 (11월–1월)

개장시간: 매일 7:00–22:00 (4월중순–9월 중순), 7:00–20:00 
(9월 중순–10월 중순), 매일 8:00–19:00 (10월 중순– 4월 중순)

브르트보프 정원 (Vrtbovská zahrada) – Karmelitská 25, Praha 1, 
www.vrtbovska.cz
프란티쉑 막스밀리안 칸카 (František Maxmilián Kaňka)의 적극적

인 활동으로 조성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 정원의 

하나. 정원의 면적은 작지만 언덕의 불규칙한 공간에 설계상 독

창적인 방법으로 조성되어 장식의 예술성과 역사적 가치는 유럽

에서 정평 

개장시간: 매일 10:00–18:00 (4월–10월)

페트린 공원 (Petřínské sady) – Malá Strana, Praha 1,  
www.prague.eu
페트린 언덕은 프라하에서 가장 넓은 도심녹지로 언덕은 프라하 

중심에 있는 고요한 오아시스. 페트린 정상에 있는 장미의 공원 

(Růžový sad) 즉 장미원 (Rozárium), 꽃마을 (Květnice), 킨스키 

정원 (Zahrada Kinských), 2 100그루 이상의 과일 나무가 심어진 

세미나르 정원 (Seminářská zahrada)은 매혹적이다. 

무료입장

프라하의 전망대
프라하의 탑과 흥미로운 장소에서 잊을 수 없는 프라하 전경

을 둘러 보실 수 있습니다: 스메타나 강변- 노보트니 라프

카 (Smetanovo nábřeží – Novotného lávka) • 구시청 탑 (věž 
Staroměstské radnice) • 화약탑(Prašná brána) • 클레멘티나 탑 

(věž Klementina) • 구도시 교탑 (Staroměstská mostecká věž) 
• 흐라드차니 광장 (Hradčanské náměstí) 으로 가는 프라하 성

의 경사로 • 페트린 전망대 (Petřínská rozhledna) • 레텐스키 공

원 (Letenský park) • 성 미쿨라쉬 성당의 종탑 (Zvonice chrámu 
sv. Mikuláše) • 쥐쉬코프 (Žižkov) 방송탑 전망대 • 비쉐흐라드 

(Vyšehrad) • 프라하 성 남정원 (Jižní zahrady Pražského hra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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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의 문화활동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현시대 프라하의 분위기는 이론의 여지없이 문
화생활에도 깊이 새겨 져 있다. 많은 갤러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는 막 새로 등단한 예술가의 작품들, 전문 박물관의 전시물, 기쁨에 
넘치는 오페라 청취 또는 재즈 생음악이 흐르는 저녁을 프라하에서 맛
볼 수 있다. 또는 다음날까지 프라하의 클럽에서 춤출 수도 있다.
기대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실히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생활의 묘약을 
안내합니다.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갤러리

국립 갤러리 (Národní galerie) – www.ngprague.cz
예술을 사랑하는 체코와 세계 예술가의 성역으로 파리의 루블에 

이어서 유럽에서 2번째로 오래된 갤러리

상설 전시

슈테른베르 궁 (Šternberský palác) – Hradčanské náměstí 15, Praha 1
바로크를 대표하는 유적 안의 전시물들은 고대로부터 바로크가 

마감되는 시기까지의 전시물로 유럽예술을 사랑하는 애호가를 흥

분시킨다. 옛날 옛적의 예술뿐 아니라 이탈리아, 플랑드르, 네덜

란드 및 독일과 오스트리아 화가의 작품에 존경을 표할 수 있다.

쉬바르젠베르 궁 (Schwarzenberský palác) – Hradčanské náměstí 
2, Praha 1   
흐라드찬스케 광장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프라하에서 가장 아름다

운 르네상스 건물 중 하나. 전시물은 체코 최고의 바로크 예술 

(M. B. Braun, F. M. Brokoff, H. von Aachen, K. Škréta ad.)을 살짝 보

여 주고 있다.

살모프 궁 (Salmovský palác) – Hradčanské náměstí 2, Praha 1   
3실형 궁은 1800–1811년에 건축된 명확히 제국의 영향을 받은 고

전주의 건축물. 19세기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 19세기 초기 

및 중기 회화와 조각 예술품의 상설 전시를 준비 중. 2014년10월
16일 개관 예정

성 아그네스 수도원 (Klášter sv. Anežky České) – U Milosrdných 17, 
Praha 1   
과거 프란체스코 수녀회(Poor Clares) 및 수사의 수도원으로 프라

하의 첫 고딕양식 건축물. 경내에 체코와 중부 유럽의 중세 예술

품을 상설 전시. 전시품은 체코 민족 문화유산 등재된 예술품

킨스키 궁 (Palác Kinských) – Staroměstské náměstí 12, Praha 1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고대 및 아시아 예술의 희귀한 유물들이 

프라하 도심에서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벨레뜨르쥐니 궁 (Veletržní palác) – Dukelských hrdinů 47, Praha 7   
프라하에서 첫번째로 건축된 기능주의 건물로 우선 그 거대

한 규모에 경탄하게 됩니다. 면적 13 500 m2 에 체코와 외국

순수한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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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피눔 갤러리 (Galerie Rudolfinum) – Alšovo nábřeží 12, Praha 1, 
www.galerierudolfinum.cz   
갤러리는 체코 네오 르네상스 건축물을 대표하는 건물에 위치. 

세심하고 극적인 컨셉과 다양한 큐레이터들이 자기만의 성격을 

살려 엄선한 현대미술의 신선한 모습을 전시

개관시간: 화,수,금,토,일 10:00–18:00, 목 10:00–20:00

박물관

국립박물관 (Národní muzeum) – www.nm.cz
체코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1818년 건축된 이후 엄청난 가치를 

지닌 수천 점을 소장. 다양한 방문객을 위한 권위 있는 전시공간

국립박물관 전시

국립박물관 - 본관 (Národní muzeum – hlavní budova) –  
Václavské náměstí 68, Praha 1
인상적인 네오 르네상스 건물로 바츨라프 광장 위쪽에 위치. 대

규모 보수작업으로 장기간 폐관. 재 개관은 2018년으로 예상

국립박물관 신관 (Nová budova Národního muzea) – Vinohradská 
1, Praha 1   
과거 연방 의회와 유럽 자유의 소리 라디오가 있는 건물로 유명 

전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곳

개관시간: 매일 10:00–18:00, 수9:00–18:00, 매월 첫 수요일 

10:00–20:00

나프르스텍 박물관 아시아,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문화  
(Náprstkovo muzeum asijských, afrických a amerických kultur) – 
Betlémské náměstí 1, Praha 1   
보이티예흐 나프르스텍, 체코 애국지사이고 예술 후원가,이 생애

를 거쳐 전세계에서 방대한 민속 및 예술품을 수집. 상설 전시를 

통해 호주와 오세아니아 또는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의 독자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다.

개관시간: 화–일 10:00–18:00, 수9:00–18:00

의 희귀한 현대 예술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거명하면 르노

아르 (A. Renoir), 피카소 (P. Picasso), 크림트 (G. Klimt), 로댕 

(A. Rodin) 또는 뭉크 (E. Munch) 등등

국립 갤러리의 개관시간: 화–일 10:00–18:00

수도 프라하 갤러리 (Galerie hlavního města Prahy) –  
www.ghmp.cz
국립 갤러리에 이어 체코에서 2번째로 중요한 갤러리로 19,20 및 

21세기 체코 예술에 특화 

상설전시와 전시홀

빌꼬바 빌라 (Bílkova vila) – Mickiewiczova 1, Praha 6
매우 특이한 비정형적인 저택으로 체코의 조각가, 신비주의자, 

상징주의자인 프란티쉑 빌렉(František Bílek)이 설계하였고, 그의 

작품을 현재도 전시. 전체 프로젝트는 옥수수밭을 형상화- 건축

면은 옥수수 밭에서 낫이 쓸고 간 흔적을 표시; 돌 기둥들은 옥

수수의 줄기와 속을 형상화. 

개관시간: 화–일 10:00–18:00

콜로레도-만스펠드 궁 (Colloredo-Mansfeldský palác) – Karlova 2, 
Praha 1
현대 예술에 초점을 맞춘 카렐 교 근처의 바로크 건물 3층의 전

시공간. 커피숖 아트 카페(Art Café)에서 커피 향과 함께 궁의 특

별한 분위기를 호흡할 수 있습니다.(매일 10:00–23:00)
개관시간: 화–일 10:00–18:00

석종의 집 (Dům U Kamenného zvonu) – Staroměstské náměstí 13, 
Praha 1
드물게 보전된 비정형 고딕 궁 건축물로 탑 형태로 건축. 고전 

건물에서 근대와 현대 예술을 단기간 교대 전시

개관시간: 화–일 10:00–20:00

트로이 성 (Trojský zámek) – U Trojského zámku 4/1, Praha 7
체코에서 17세기 가장 대표적인 바로크 건축물의 하나인 그림 같

은 성. 드넓은 프랑스 식 정원과 „트로이 성의 건축과 장식“과 

„트로이 성의 중국 실“의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개장시간: 화-일 10:00-18:00, 금 13:00-18:00, 정원은 19:00까
지 (4월-10월) 그리고 토,일 10:00-17:00 (11월-12월)

다른 흥미있는 프라하의 갤러리는 www.ghmp.cz를 참고하십시오.

DOX – Poupětova 1, Praha 7, www.dox.cz   
프라하에서 가장 진보적인 예술단체로 현대예술의 중심, DOX는 

전시 프로젝트의 질과 독창성을 보장합니다. 갤러리와 함께 예술

과 디자인 서적을 취급하는 멋진 매장과 편안한 커피숖이 위치 

개장시간: 월 10:00–18:00, 수, 금 11:00–19:00, 목 11:00–
21:00, 토,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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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테크니컬 박물관 (Národní technické muzeum) – Kostelní 42, 
Praha 7, www.ntm.cz   
모든 기술발전을 찬미하는 사람들의 실현된 꿈. 역사적인 자동

차, 비행기, 기계류와 수백 종의 다른 전시품들이 새로 보수된 

박물관 건물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개관시기: 화–금 9:00–17:30, 토,일 10:00–18:00

무하 박물관 (Muchovo muzeum) – Panská 7, Praha 1,  
www.mucha.cz   
우아한 카우닌츠키 궁에 위치한 세계에서 최초로 무하의 생애와 

작품에 특화된 박물관. 기념품으로 무하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선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관시간: 매일 10:00–18:00

장난감 박물관 (Muzeum hraček) – Jiřská 6, Praha 1,  
www.prague.eu
어떻게 개구쟁이들을 만족시키는지 모르세요? 장난감 박물관으로 

오십시오! 세계에서 수집된 역사적인 장난감 이외에도 전시품의 

일부에 많은 바비인형과 스타워즈 장난감이 있습니다.

개관시간: 매일 9:30–17:30

극장

국립극장 (Národní divadlo) – Národní 2, Praha 1,  
www.narodni-divadlo.cz   
체코의 권위 있는 무대, 전 국민이 모금으로 건축되어 1881년 첫 

개관하였고, 화재 후 1883년 재 개관. 오페라, 연극 또는 발레 

공연에 오시면 공연과 함께 아름다운 극장에 받은 감동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스타보브스케 극장 (Stavovské divadlo) – Ovocný trh 1, Praha 1,  
www.narodni-divadlo.cz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장 중 하나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가 초연되어 명성을 얻었고, 현재까지도 극장의 레퍼토리

로 상연되고 있다. 

체코 음악 박물관 (České muzeum hudby) – Karmelitská 2/4,  
Praha 1   
인간-도구-악기 전시회는 커다란 가치를 갖는 400여점의 악기를 

전시. 무엇보다 모차르트가 프라하를 첫 방문하였을 때 연주한 

포르테피아노 (kladívkový klavír)를 소개

개관시간: 수–월 10:00–18:00

라피다리움 (Lapidárium) – Výstaviště 422, Praha 7   
11세기에서 19세기까지 체코 석상을 전문 소장

개관시간: 목–일 12:00–18:00수 10:00–16:00 (동절기는 폐관)

안토닌 드로르작 박물관 (Muzeum Antonína Dvořáka) –  
Ke Karlovu 20, Praha 2
가장 유명한 체코 작곡가의 일생을 살짝 공개

개관시간: 화–일10:00–13:30 14:00–17:00

베드리흐 스메타나 박물관 (Muzeum Bedřicha Smetany) –  
Novotného lávka 1, Praha 1 
카렐 교에서 멀지 않은 블타바 강변에 위치하며, 첫눈에 인상적

인 네오 르네상스 건물에 유명한 체코 작곡가의 작품 전문전시.

개관시간: 수–금 10:00–17:00

국립박물관의 기타 전시공간은www.nm.cz 을 참고하십시오.

수도 프라하 박물관 (Muzeum hlavního města Prahy) –  
Na Poříčí 52, Praha 8, www.muzeumprahy.cz
우리 도시를 좀 더 알고 싶은가요? 박물관은 원시시대부터 프

라하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시품은 

1826–1837년 대 프라하를 모델로 제작한 랑베일 프라하 모델 

(Langweilův model Prahy) 입니다.

개관시간: 화–일 9:00–18:00 매월 마지막 수요일 20:00까지

캄파 박물관 (Museum Kampa) – U Sovových mlýnů 2, Praha 1,  
www.museumkampa.cz
상상력이 풍부한 현대식 박물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프

란티쉑 쿱까(František Kupka) 작품을 소장. 초기 인상주의 그림 

이외에 쿱카의 가장 인상적인 추상화 - 대성당(Katedrála)을 전시

개관시간: 매일 10:00–18:00

산업미술 박물관 (Uměleckoprůmyslové museum) – 17. listopadu 2, 
Praha 1, www.upm.cz   
귀중한 유리, 도기와 자기, 섬유, 패션과 디자인, 가구, 시계, 

실용 판화, 사진 및 많은 다른 전시품을 소장하고 관리. 박물관 

방문을 미루지 마십시오. 2014년 말 휴관하고 총체적 보수에 들

어갑니다.

개관시간: 수–일 10:00–18:00 화 10: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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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시어터 (Image Theatre) – Pařížská 4, Praha 1,  
www.imagetheatre.cz
레퍼토리: 갈락시아 (Galaxia), 아프리카니아 (Afrikania), The 
Best of Image, 살아 있는 만화경 (어린이용) 등

클럽

재즈 Dock – Janáčkovo nábřeží 2, Praha 5, www.jazzdock.cz
모던한 재즈클럽으로 바로 블타바 강변에 위치하고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재즈의 분위기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 지고, 조명 속 

프라하의 야경은 숨을 멎게 합니다.

Reduta 재즈클럽 – Národní 20, Praha 1, www.redutajazzclub.cz
중부유럽 그리고 프라하 한복판에서 가장 오래된 재즈클럽 중 하

나. 참신한 연출로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에 주력

Lucerna Music Bar – Vodičkova 36, Praha 1, www.musicbar.cz
프라하 클럽 중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관객이 찾는 클럽으로 해외 

그룹과 모든 장르의 음악 콘서트가 열림- 락음악, 인디, 힙합에

서 EBM을 포함하는 세계음악.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잊을 수 

없는 80년대 90년대 파티가 열림!

Cross Club – Plynární 23, Praha 7, www.crossclub.cz
원래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몇 년 사이에 급부상. 복잡한 통로

와 환상적인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미로에 푹 빠져 보세요.

아크로 폴리스 궁 (Palác Akropolis) – Kubelíkova 27, Praha 3,  
www.palacakropolis.cz
독립문화와 카리스마적인 프라하 쥐쉬코프(Žižkov)지역 에센셜 

클럽의 중심

Roxy – Dlouhá 33, Praha 1, www.roxy.cz
품질을 갖춘 전자음악 추종자의 메카. 체코 및 외국인 최상급 DJ

가 오랜 시간 즐거운 댄스를 보장합니다.

국립 오페라 (Státní opera) – Wilsonova 4, Praha 1,  
www.narodni-divadlo.cz   
풍부한 내부장식과 바츨라프 광장에서 멀지 않은 매력적인 네오 르

네상스 양식의 건물에 위치하여 유럽 오페라 선두그룹에 속한다.

라테르나 마기카 (Laterna magika) – Národní 4, Praha 1,  
www.laterna.cz   
무대에 음향과 영상필름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멀티메디아 극장

아르하 극장 (Divadlo Archa) – Na Poříčí 26, Praha 1,  
www.archatheatre.cz   
진보적 레퍼토리를 갖는 대안극장

나로드니 마리오넷 극장 (Národní divadlo marionet) – Žatecká 1, 
Praha 1, www.mozart.cz
이탈리아 원어로 감독되고 전통의상과 커다란 인형이 등장하는 

돈 조반니 인형극으로 유명한 전통 인형극 극장 

크리쥐코바 분수 (Křižíkova fontána) – U Výstaviště 1/20, Praha 7, 
www.krizikovafontana.cz
세계적으로 독특한 물줄기 댄스, 음악과 빛! 클라식 또는 대중스

타의 멜로디와 물커튼에 쏘아지는 영상화면과 레이저 빔

블랙 시어터

빛의 효과, 무언의 효과 그리고 최신 댄스를 사용한 독창적인 무

대

블랙 라이트 시어터 스르네쯔 (Black Light Theatre Srnec) –  
Na Příkopě 10, Praha 1, www.srnectheatre.com
세계 첫 번째 블랙 극장으로 이미 전세계 500만의 관중이 관람.

레퍼토리: 시집(Antología)–관객이 선정한 가장 성공적인 무대

타 판타스티카 극장 (Divadlo Ta Fantastika) – Karlova 8, Praha 1, 
www.tafantastika.cz 
레퍼토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세계 30여 국가에서 이미 관객

을 깜짝 놀라게 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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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문화행사 & 사교행사

봄:

프라하의 봄 – www.festival.cz
체코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로 수많은 세계 및 

체코 스타들이 참여 (5월12–6월3일)

Prague Food Festival – www.praguefoodfestival.cz
체코 요식업의 명절- 멋진 음식, 최고의 요리사 그리고 감탄하

는 분위기(5월)

부활절 시장 – www.velikonocevpraze.cz
프라하 여러 곳에서 다양한 부활절 상품을 판매하고 전통민속문

화를 소개(3월–4월)

폭스바겐 마라톤 주간 (Volkswagen Maratonský víkend) –  
www.runczech.com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 경기 중 하나. 출발과 도착점은 

유명한 구시청 광장이고, 루트는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 블타바 

강을 따라 프라하 여러 곳을 지나간다.(5월)

체코 맥주 페스티벌 (Český pivní festival) – www.ceskypivnifestival.cz
체코에서 가장 큰 맥주행사로 우수한 체코 맥주와 안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행사. 와서 갈증을 식히세요. (5월–6월)

댄스 프라하 (Tanec Praha) – www.tanecpraha.cz
국제 현대무용과 극장춤 페스티벌 매년 정상급 댄스작품(연극분

야)이 공연됩니다. (5월–6월) 

Khamoro – www.khamoro.cz
집시 전통문화 페스티벌, 동종 페스티벌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

모(5월–6월)

프라하 성 미니맥주 페스티벌 (Festival minipivovarů na Pražském 
hradě) – www.pivonahrad.cz
다양한 맥주와 맥주 부루어의 상상력을 맛보고 싶은 모든 미식가

를 위한 특별한 행사 (6월)

대안지역

MeetFactory – Ke Sklárně 15, Praha 5, www.meetfactory.cz
프라하 대안문화 창업보육 및 독창적인 예술 아이디어의 인큐베

이터! MeetFactory는 클럽, 극장 그리고 갤러리가 하나된 곳. 예

술가가 있는 살아 있는 예술의 장소

Krymská ulice – Praha 10 – Vršovice
파리에는 몽마르트, 베를린에는 크로이츠베르크, 프라하에는 크

립스카(Krymská). 아름다운 브르쇼비츠카 거리 (Vršovická ulice) 
를 매일밤 자유로 충만한 프라하 시민들이 가득 메운다 새로운 

사업을(최소한 카페 프 레세 (café V lese)를 예찬하는 모든 사람

을 위해) 시도해 볼만한 장소 입니다.

실험공간 NoD (Experimentální prostor NoD) – Dlouhá 33, Praha 1, 
www.nod.roxy.cz
프라하 문화생활의 경계를 한걸음 넓힌 대안예술 공간. 젊은 예

술인을 만날 수 있는 갤러리 NoD, 대안 극장 Teatro NoD 또는 

뭔가 좋은 것을 위해 Café NoD에 와 보십시오. NoD는 좋아서 다

시 찾는 바로 그 장소 입니다. 

Náplavka – Rašínovo nábřeží, Praha 2
Náplavka는 주로 여름철에 살아나는 문화 생명체로 모두 종류의 

풍부한 행사를 제공한다. 불타바 강변에서 댄스, 콘서트, 연극, 

커피숖을 물론 자전거 임대- 모든 것이 탁 트인 하늘과 매력 있

는 프라하의 파노라마 밑에서 거행된다. 

Pop–up kluby & galerie – 프라하 여러 곳에서
우후죽순처럼 프라하의 특별한 곳에서 독창적인 클럽 프로젝트나 

전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몇 일 또는 몇 주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치 않는 지역을 현대 대안행위의 지원지로 변화시킨다. 최신

pop–up klub의 위치는 저희 웹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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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United Islands – www.unitedislands.cz
스타일리쉬하고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 국내 및 외국 무대의 음

악을 소개- 락음악에서 인디, 음악 트렌드에 이르는 일렉트라 및 

실험음악. 모든 행사는 프라하의 심장부, 노천에서 진행

Prague Proms – www.pragueproms.cz
유명한 영국의 BBC Proms에서 영감을 받은 여름철 문화시즌의 

절정(6월–7월)

Bohemia Jazz Fest – www.bohemiajazzfest.cz
유럽에서 가장 큰 오픈 에어 재즈 페스티벌 (open air jazzový 
festival)의 하나(7월)

여름 고전음악 축제 (Letní slavnosti staré hudby) –  
www.letnislavnosti.cz
매력적인 프라하 유적지에서 펼쳐지는 바로크 음악 페스티벌 

(7월–8월)

 

Prague Pride – www.praguepride.com
중부유럽에서 가장 큰 동성연애자 행사, 프라하 중심에서 „프라

이드 퍼레이드“로 절정을 이룸(8월)

레트나의 여름 (Letní Letná) – www.letniletna.cz
공중곡예의 달인과 다른 예능인이 매년 새로운 곡예와 연기를 선

보이는 전통 서커스 페스티벌(8월–9월)

오페라 바로카 (Opera Barocca) – www.operabarocca.cz
17,18세기 유명 바로크 오페라와 발레를 선보이는 음악과 춤의 

페스티벌(8월–9월)

가을:

드보르작 프라하 (Dvořákova Praha) – www.dvorakovapraha.cz
국제적인 예술인들이 보여주는 최고의 예술적 기량에 매혹되어 

보세요. 드보르작 프라하는 천재적 음악인 안토닌 드보르작을 기

념. (9월)

Foodparade – www.foodparade.cz
트로이 성에서 개최되는 좋은 음식과 좋은 음료 페스티벌에서는 

정상급 프라하 요리사들의 가장 훌륭한 요리를 소개.

가을의 선율 (Struny podzimu) – www.strunypodzimu.cz
국제 음악 페스티벌은 장르간의 교차로-재즈, 클래식, 정교한 크

로스오버 또는 현재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세계

음악에서 선곡되어 소개된다.

Designblok – www.designblok.cz
디자인, 패션과 생활 스타일 영역에서 새로운 것을 매년 소개하

는 쇼가 엄선된 쇼룸, 갤러지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멋지게 디

자인된 선물을 사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10월)

Signal | Prague Light Festival – www.signalfestival.com
정상의 체코 및 세계 음향영상 예술인들이 수도의 중심에서 조명

을 설치하여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 빛의 축제는 숨막히는 

아이디어와 무한한 창의력의 진원지입니다.(10월)

Contempuls – www.contempuls.cz
안목 있는 청중을 위한 프라하 현대음악 페스티벌은 머나먼 음악

의 우주를 공개합니다.(11월)

겨울:

크리스마스 시장 (Vánoční trhy) – www.vanocevpraze.cz
겨울철 프라하의 매력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도심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크리스마스 과

자, 핫와인과 크리스마스 캐롤은 어른 아이 모두를 확실하게 불

러 모은다. (12월)

체코음악의 만남 (České doteky hudby) –  
www.ceskedotekyhudby.cz
겨울철 가장 광범위한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로 오케스트라, 실내

악과 리사이틀로 정상의 작품을 연주.

새해맞이 불꽃놀이 (Novoroční ohňostroj) – www.prague.eu
역사의 도시 프라하 상공에서 펼쳐 지는 숨막히는 빛의 댄스와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12월–1월)

카니발 프라하 (Carnevale Praha) – www.carnevale.cz
사육제의 환희는 카니발 퍼레이드, 세련된 맛 그리고 눈을 멀게 

하는 창의력으로 다채로워 진다. 가면 지참 ! (2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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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연락처와 안내
프라하는 안전하지만 주의는 항상 필요

프라하의 안전은 일반적인 유럽 대도시와 비슷. 그러나 다음 사

항에 주의하십시오.

 — 귀중품과 다량의 현금은 호텔 금고에 보관

 — 환전은 은행에서, 거리에서 환전은 절대금지

 — 현금인출은 은행표시 또는 Travelex 표시된 ATM 사용

 — 특히 관광중심지와 대중교통시설에서 증명, 신용카드, 핸드

백, 카메라 등에 주의

 — 경비가 있는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고 차 안에 귀중

품을 절대 두지 마세요

 — 경고: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불법

체코의 응급전화
150 - 소방서

155 - 구급차

156 - 시경

158 - 경찰

112 - 유럽통합 구급전화

응급전화는 무료

교통

대중교통
프라하에는 광범위한 대중교통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고, 주축

이 되는 지하철 3개 노선 (색으로 구분되는 A,B,C선), 전차, 버

스, 나룻배, 페트린의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지하철은 매일 5:00부터 24:00까지 운행. 심야교통은 전차와 버

스가 담당

프라하 대중교통 요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차량승차 또는 지하철 역내진입 전에 이

용객은 반드시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해야 됩니다. 

순수한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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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노선
데이비츠카 (Dejvická, 지하철 A선) - 버스 119번
즐리췬 (Zličín, 지하철 B선) - 버스 100번
노베 부또비체 (Nové Butovice, 지하철B선) - 버스 179번
야간버스 510번

흡연 - 체코에는 흡연제한법이 유효. 공공장소에서 금연(지붕

이 있는 운송수단의 승강장-정류장, 역, 역내, 문화시설, 의료시

설). 식당에서는 흡연이 제한되나 엄격히 금지되지는 않았음. 흡

연석과 금연석이 표시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음.

응급 약국
Praha 1 – Palackého 5, tel. 224 946 982
Praha 2 – Belgická 37, tel. 222 513 396, www.lekarnabelgicka.cz
Praha 4 – Vídeňská 800 (Thomayerova 병원), tel. 261 084 019
Praha 5 – V Úvalu 84 (Motol 병원), tel. 224 435 736
Praha 7 – Františka Křížka 22, tel. 731 638 010
Praha 8 – Budínova 2 (Bulovka 병원), tel. 266 082 017

화폐 - 법정화폐 - 체코 코룬(CZK)
동전: 1, 2, 5, 10, 20, 50 CZK
지폐: 100, 200, 500, 1000, 2000, 5000 CZK
 (1 유로는 대략 27 CZK)

우체국 - 중앙우체국 – Jindřišská 14, Praha 1, tel. 221 131 111,  
www.ceskaposta.cz, 개장시간 매일 2:00–24:00

팁 - 식당에서 서비스에 만족하셨다면 팁을 주셔도 됩니다. 팁을 

주신다면, 매상의 10%가 일반적입니다.

공정한 택시승차장(Taxi Fair Place) - 승차장 노란색 표시판에 TAXI

라는 문구와 엄지를 치켜 세운 오렌지색 손이 그려 져 있고 FAIR 

PLACE라고 적혀 있습니다. 승차장 관리인은 공정한 요금을 보장

합니다.

체코 전화 국가번호 - +420

대사관 - 체코에 주재하는 모든 국가의 대표부는 www.mzv.cz 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대학병원 Motol (Fakultní nemocnice Motol) - 외국인 진료센터 
(Centrum péče o cizince) – V Úvalu 84, Praha 5, www.fnmotol.cz
외국인 진료

진료시간: 월–화 7:00–21:00, 토,일, 국경일 8:00–21:00

Na Homolce 병원 (Nemocnice Na Homolce) – 외국인 진료과 
(Cizinecké oddělení) – Roentgenova 2, Praha 5, www.homolka.cz
외국인에 대한 의사진료, 구급 및 입원

승차권의 종류

일회용 승차권
90분 승차권(기본) - 32코룬, 아동 (6–15세) 16 코룬

30분 승차권(단기) - 24코룬, 아동 (6–15세) 12 코룬

(관광객용)기간제 승차권
24시간 승차권 - 110코룬, 아동 (6–15세) 55코룬

72시간 승차권 - 310 코룬, 아동할인 없음

수화물 운송
수화물, 이동용 용기 밖의 개, 아이가 타지 않은 유모차 16코룬

작은 가방, 이동용 용기 안의 개, 아이가 탄 유모차 또는 자전거 

(지하철, 나룻배, 페트린 케이블카, 특정 시간대의 지정된 전차

노선에 한함)는 무료

무료승차
6세이하 아동과 70세 이상 노인 (무료승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www.dpp.cz 참조)

승차권 가격, 운행시간 등의 자세한 안내는 전화 296 19 18 17  
(매일 7:00–21:00), www.dpp.cz 또는 교통안내센터 (Středisko 
dopravních informací: Muzeum, 중앙역, Anděl, Hradčanská, 수도 

프라하 시청,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공항 Terminál 1 & 2)로 문의

공항의 교통편
공항 익스프레스 (Airport Express) 라인
공항, 기차역,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전용버스라인 5:30부터 

22:30까지 운행

노선: 중앙역(Hlavní nádraží, 지하철 C, 기차) - Dejvická  

(지하철 A; 승차만 가능) - Terminál 1 – Terminál 2
배차간격: 30분, 운행시간 33분
이용료: 1회용, 동 라인만 유효–60코룬 (중앙역 출발; Hlavní 
nádraží), 40코룬 (데이비츠카 출발; Dejvická), 6–15세 아동은 

50%할인, 6세미만 수화물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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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말라 스트라나 교탑 (Malostranská mostecká věž) – Mostecká 
ul., Praha 1, 하절기만 개점 (4월–10월) 매일 10:00–18:00
TIC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공항 (Letiště Václava Havla Praha) - 입
국장, Terminál 2, Praha 6, 개점시간 매일 8:00–20:00
TIC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공항 (Letiště Václava Havla Praha) - 입
국장, Terminál 1, Praha 6, 개점시간 매일 10:00–20:00
문의처: tourinfo@prague.eu, tel. +420 221 714 714

가이드 서비스
저희들의 자격을 갖춘 가이드가 프라하를 도보여행하거나 관광코

스를 안내합니다. 기본 또는 특별코스가 가능합니다. 저희 가이

드들의 자질, 언어실력 및 전문성은 신뢰하셔도 됩니다.  

E–mail: guides@prague.eu 또는 tel. +420 775 855 037.

www.prague.eu
www.facebook.com/prague.eu
www.twitter.com/pragueEU

프라하 카드 (Prague Card)
유효한 관광카드는 프라하의 50여 곳 주요 관광명소를 무료로 방

문하실 수 있고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

에는 프라하 투어코스, 블타바 강 유람선 승선, 공항연결 Airport 
Express 이용 및 이외에도 입장료, 안내여행, 문화행사의 할인혜

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라하의 가장 좋은 곳을 보고 싶다면, 프라하 카드가 여러분께 딱 

맞는 선택 입니다. 2일,3일 또는 4일 카드를 www.praguecard.com
에서 주문하시거나 저희 관광안내센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투어코스

Best Tour – www.besttour.cz
출발장소: Václavské náměstí 27

Gray Line Prague – Bohemia Travel Service – www.citytours.cz
출발장소: Národní 38

Martin Tour – www.martintour.cz
출발장소: 구시청 광장 (Pařížská거리 모퉁이), náměstí 
Republiky 시민회관 (Obecní dům) 건너편, Melantrichova 2 거리

와a Rytířská 거리 모퉁이, Na Příkopě 24

프라하 시립 보건소 (Městská poliklinika Praha) - 의사 응급진료 
(Lékařská služba první pomoci) – Spálená 12, Praha 1,  
www.prahamp.cz 
성인 의사진료(특히 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진료시간: 월–목 19:00–6:00, 금 16:00–6:00, 토,일 및 공휴일 

nonstop

분실물센터 (Ztráty a nálezy) - Karoliny Světlé 5, Praha 1, tel. 
224 235 085, 개장시간 월 & 수 8:00–17:30, 화 &목 8:00–16:00, 
금 8:00 14:00 (점심휴무 12.00–12.30)

관광정보

관광정보센터 (Prague City Tourism)
프라하를 알고 싶으세요? 투어코스 또는 문화행사의 입장권을 협

의하고 싶으세요? 저희 안내 센터로 오십시오. 모든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하고 양질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아니

면 그냥 오셔서 프라하를 얼마나 즐기셨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특히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프라하에 관한 모든 정보 (도시안내, 교통, 문화, 유적, 중

요 연락처 ...)

 — 숙소 예약

 — 문화행사 입장권

 — 프라하 및 주변의 순환교통편, 여행, 유람선 승선, 세크웨

이 여행 등.

 — 프라하 기초정보 팜플렛 무료

 — 프라하 카드(Prague Card)
 — 지도 및 시간제 대중교통 승차권(24 & 72시간)판매

위치:

TIC 구시청 (Staroměstská radnice) – Staroměstské náměstí 1,  
Praha 1, 개점시간 매일 9:00–19:00
TIC Rytířská – Rytířská 31, Praha 1, 개점시간 월–토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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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연락처와 안내 중요 연락처와 안내

Prague Sightseeing Tours – www.pstours.cz
출발장소: náměstí Republiky 3

Premiant City Tour – www.premiant.cz
출발장소: Na Příkopě 23   

특별 투어코스

Accessible Prague – www.accessibleprague.com
프라하 헬리콥터 투어 전문

Aero Prague – www.aeroprague.com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승선 투어

Balon Centrum Praha – www.baloncentrum.cz
열기구 투어, 캄파 고정 풍선

City Bike – www.citybike-prague.com
가이드와 함께 하는 자전거 여행 

City Sightseeing Prague – Hop On Hop Off –  
www.city-sightseeing.com
배차간격 45분 코스관광, 출발장소: 구시청 광장 

Ebike Prague Tours – www.ebikeprague.com
가이드가 함께 하는 전기 자전거 투어코스

Ecotours – www.ecotours.cz
전기 자전거, 자전거 및 세그웨이 투어코스

Ekoexpres – www.ekoexpres.cz
에코기차(ekovláček), 출발장소: 구시청 광장(3월–11월)

구식 전차 91번 (Historická tramvaj č. 91) – www.dpp.cz
도시 중심 투어 토,일, 공휴일 12:00–17:35 (4월–11월)

Hop On – Hop Off – www.hopon-hopoff.cz
투어코스 배차간격 15분

Pony Travel – www.ponytravelsro.cz
마차 투어코스, 출발장소: 구시청 광장

History Trip – www.historytrip.cz
올드 카 투어코스, 출발장소: Mostecká 거리, Karlova 거리, 

Rytířská 와 Melantrichova 모퉁이

Praha Bike – www.prahabike.cz
가이드와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

Precious Legacy Tours – www.legacytours.net
유태인 유적 전문 투어코스 

Segway Experience – www.segwayfun.eu
세그웨이 탑승 투어코스

3veterani – www.3veterani.cz
올드 카 투어코스, 출발장소: Pařížská 2, Mostecká 5 – 7

Wittmann Tours – www.wittmann-tours.com
유태인 유적 전문 투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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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생활
프라하는 많은 녹지와 로맨틱한 산책, 아름드리 나무그늘에서 휴식 또
는 블타바 강 유람선 유람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매력을 주는 장소이
고, 프라하는 항상 다른 매혹적인 곳을 보여 줍니다. 귀엽고 소소한 것
을 찾으며 편안히 시간을 소일하거나 벼룩시장이나 농산물 직판장에
서 특별한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라하를 방문하며 럭셔리 
매장, 쇼핑센터 또는 최근 우리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해진 체코 독
창적인 디자인의 독특한 매장에서 즐기는 쇼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연과 공원

캄파 (Kampa) – Praha 1 – Malá Strana, www.prague.eu
공원- 블타바강 본류와 강변 사이에 위치한 섬 - 체르토프카는 

프라하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그림 같은 장소 중 하나. 저명한 여

행서버 VirtualTourist에서 세계에서 2번째로 아름다운 도시 내 섬

으로 선정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슬로반스키 섬–조핀 (Slovanský ostrov – Žofín) – Praha 1 –  
Nové Město, www.prague.eu
블타바 강에 위치한 섬으로 멋진 공원과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궁이 유명 - 전통적인 무도회와 콘서트 개최. 몇 개의 보트 대여

소에서 보트와 페달보트를 빌려 주고, 어린이를 위한 꼬마기차와 

놀이터가 유명하다.

스트렐레츠키 섬 (Střelecký ostrov) – Praha 1 – Staré Město,  
www.prague.eu
Legií 다리 및 도시 한가운데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숨겨 진 로

맨틱한 장소로, 방문객을 옛 시간의 분위기 속으로 끌어 들이고 

블타바 강 수면에서 바라보는 일상적이지 않은 프라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블리취코비 숲/그레보프카 (Havlíčkovy sady /Grébovka) –  
Praha 2 – Vinohrady, www.prague.eu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영감을 받아 분수, 샘, 연못, 정자, 조

각상과 매혹적인 인공 동굴이 있는 공원으로 독특한 프라하 전경

뿐 아니라 매력적인 와인 바나 넓은 포도원 한가운데 있는 포도

원 정자를 찾을 수도 있고, 가든 커피숖 Pavilon Grébovka을 찾

을 수도 있다.

리그로비 숲 (Riegrovy sady) – Praha 2 – Vinohrady, www.prague.eu
100년 이상 된 공원으로 은밀한 장소와 나무숲, 탁 트인 잔디밭, 

일상적이지 않은 프라하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마로

니에 상쾌한 그늘 속에 위치한 커다란 가든 식당을 감추고 있다. 

왕립 보호구역–스트로모프카 (Královská obora – Stromovka) –  
Praha 7 – Bubeneč, www.prague.eu
커다란 나무, 연못과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밭이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커다란 녹색 오아시스, 남녀노소가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순수한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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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시간: 월–토 10:00–19:00
Moser – Staroměstské náměstí 15, Praha 1, www.moser-glass.com
체코 전통 상표 Moser은 장인적 가치, 미적 가치 그리고 실용적 

가치를 갖춘 독창적인 크리스탈 작품

개점시간: 월–일 10:00–21:00 (4월–10월) 월–금 10:00–20:00, 
토–일 10:00–19:00 (11월–3월)

Harddecore Gallery – Senovážné náměstí 10, Praha 1,  
www.harddecore.cz
카피라이트 패션, 생활용품, 독창적인 장신구, 유리 및 가구

개점시간: 월–금 11:00–19:00,토 11:00–17:00

DOX by Qubus – Poupětova 1, Praha 7, www.dox.cz
체코 최절정의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과 컨셉 창작물의 판매하는 

갤러리

개점시간: 월10:00–18:00, 수, 금 11:00–19:00, 목 11:00–21:00, 
토,일 10:00–18:00

Artěl – Celetná 29, Praha 1, www.artelglass.com
아르티엘 (Artěl)는 모던 디자인과 정상의 장인기술이 만들어 낸 

럭셔리 유리제품을 판매. 유리제품 이외에 독특한 디자인의 많은 

물품 구매가능

개점시간: 매일 10:00–19:00

Kubista – Ovocný trh 19, Praha 1, www.kubista.cz
주목 받는 쿠비즘 건축물 Dům U Černé Matky Boží 에 위치, 복제

가구와 큐비즘 작가들과 현대 디자이너의 도기, 자기 및 금속 제

품을 판매하는 갤러리 

개점시간: 화–토 10:00–19:00 일 12:00–19:00

Erpet Bohemia Crystal – Staroměstské náměstí 27, Praha 1,  
www.erpet.cz
체코에서 가장 큰 크리스탈 판매매장 중 하나, 다양한 최상급 체

코 유리제품, 크리스탈 및 석류석 장신구를 판매

개점시간: 매일 10:00–23:00

레텐스케 숲– 레트나 (Letenské sady – Letná) – Praha 7 – 
Holešovice, www.prague.eu
넓은 잔디밭, 커다란 나무들, 다양한 잡목을 식목하여 조성

한 우거진 경사면 그리고 긴 플라타너스 오솔길은 편안한 휴식

뿐 아니라 아름다운 프라하를 볼 수 있으며, 하나츠기 파빌론 

(Hanavský pavilon)에서 바라본 전망을 특히 빼어나 드라마 프라

하의 연인이 촬영된 곳이다.

라드론카 (Ladronka) – Tomanova 1/1028, Praha 6, www.ladronka.com
넓은 잔디밭은 남녀노소가 찾는 곳이다.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을 위해 조성되었고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며, 프라하에서 

조명시설을 갖춘 가장 긴 인라인 스케이트 길이 있다. 

줄루테 라즈니에 (Žluté lázně) – Podolské nábřeží 3/1184, Praha 4, 
www.zlutelazne.cz
블타바 강변의 자연공간으로 3.5헥타의 부지에 다용도 스포츠 시

설, 오락 및 휴식시설이 있다.

개장시간: 매일 9:00–2:00

쇼핑

파리쉬스카 거리 (Pařížská ulice) – Praha 1
가장 권위 있는 프라하의 쇼핑 거리는 럭셔리, 선별된 상품 그

리고 세계명품의 상징.(Louis Vuitton, Prada, Christian Dior, Escada, 
Jimmy Choo, Cartier, Rolex ad.)

Palladium – náměstí Republiky 1, Praha 1,  
www.palladiumpraha.cz
모든 쇼핑홀릭의 전당으로 바츨라프 광장과 구시청 광장에서 멀

지 않은 곳에 위치. 모던한 쇼핑 센터는 5층 건물에 200여 매장

이 입점. 

개점시간: 일–수 9:00–21:00, 목–토 9:00–22:00 (쇼핑 갤러리)

DUSNI3 Concept – Dušní 3, Praha 1, www.dusni3.cz
프라하 중심에 있는 멀티브랜드 브티크에서는 30명이 넘는 디자

이너의 패션 의상 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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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의 벼룩시장 장소
Náplavka – Rašínovo nábřeží u Palackého náměstí, Praha 2,  
www.prazsketrhy.cz
개장시간: 일반적으로 매월 2번째 토요일 9:00–16:00 (봄–가을)

Tylovo náměstí – Praha 2, www.prazsketrhy.cz
개장시간: 일반적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 9:00–16:00 (봄–가을)

농산품 직판장터
농산품 직판장터에서는 재배자가 직접 신선한 제품을 판매: 계절

별 체코 과일과 야채, 약초, 유제품, 훈제품과 제빵, 꿀, 신선한 

생선, 포도주, 다양한 군것질, 수공업 제품 등등

겨울철에는 몇 개 장터에서 제한된 품목만 판매

시내 농산품 직판장터 장소
náměstí Republiky – Praha 1, www.farmarsketrhyprahy1.cz
개장시간: 화–금 9:00–18:00

Náplavka – Rašínovo nábřeží u Palackého náměstí, Praha 2,  
www.farmarsketrziste.cz
개장시간: 토 8:00–14:00

Tylovo náměstí – Praha 2, www.trhytylak.cz
개장시간: 화,수,목,금 9:00–16:00
 

Palackého náměstí – Praha 2, www.farmarsketrhy-praha.cz
개장시간: 목 8:00–18:00

náměstí Jiřího z Poděbrad – Praha 3, www.farmarsketrziste.cz
2개장시간: 수,금 8:00–18:00, 토 8:00–14:00

Fashion Shop Parazit – Karlova 25, Praha 1, www.parazit.cz
체코 젊은 디자이너의 한정본으로 제작된 무례한 패션 및 호사스

럽고 흥미진진한 패션을 구시청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찾

을 수 있다. 실험해 보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자,딱 좋은 곳에 

위치한다.

개점시간: 월–토 11:00–20:00

기타 안내

Lazy Eye – Ibsenova 3, Praha 2, www.lazyeye.cz – 창조적인 복고

풍 브티크

Český porcelán – Perlová 1, Praha 1, www.cesky.porcelan.cz – 다양

한 도자기 제품

Klára Nademlýnská (Boutique) – Dlouhá 3, Praha 1,  
www.klaranademlynska.cz – 정상급 체코 여성 디자이너의 독점 

오트 쿠튀르 (haute couture) 모델

Futurista Universum – Betlémské náměstí 5a, Praha 1,  
www.futurista.cz - 체코 최고의 디자인, 장신구 및 구조물 컬

렉션

Pavilon – Vinohradská 50, Praha 2, www.pavilon.cz - 인테리어 

디자인 및 예술품 전시 및 판매 센터

시장 및 장터

하벨 시장 (Havelský trh) – Havelská 13, Praha 1, www.prague.eu
1232년부터 운영된 옛 프라하의 장터로 유일하게 보전된 곳, 현

재 다양하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판매하고 주말에는 대부분 전

통 체코 기념품을 판매 

개장시간: 매일 8:00–18:00

Eat It – 통로 (pasáž) Jindřišská 5, Praha 1, www.eat-it.cz
프라하 도심 한복판에 복개된 농산품 직판장터로 여러나라의 특

산품 판매

개장시간: 월–금 8:00–18:00,토 8:00–13:00

Gurmet 통로 (pasáž) Dlouhá – Dlouhá 39, Praha 1,  
www.gurmetpasazdlouha.eu
까다로운 손님, 미식가들을 기쁘게 하는 다양한 신선한 외국 및 

현지 식품재료

벼룩시장
파리, 비엔나 또는 브루셀을 모델로 한 벼룩시장으로 쓸모 없는 

쓰레기부터 수집품에서 골동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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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생활

블타바 강의 유람선

프라하 증기선 사 (Pražská paroplavební společnost) –  
www.paroplavba.cz 
유람선, 출발지: 라신 강변 (Rašínovo nábřeží)과 팔라츠키 다리 

(Palackého most) 사이 및 이라쉑 다리 (Jiráskův most)

유럽 수상 교통 (Evropská vodní doprava) – www.evd.cz
유람선, 출발지: 체흐 교 (Čechův most) 근처 선착장, 드로르작 

강변 (Dvořákovo nábřeží)

프라하 베네치아 (Pražské Benátky) – www.prague-venice.cz
유람선에서 역사적인 도심 유람 

보트와 페달보트

Slovanka – 슬로반스키 섬 (Slovanský ostrov), Praha 1,  
www.slovanka.net
보트 및 페달보트 임대-블타바 강을 따라 유람

보트 대여점 (Půjčovna lodiček) – 구도시 (Staré Město) – 스메타나 
강변 (Smetanovo nábřeží), Praha 1, www.pujcovna-lodicek.cz
보트 및 페달보트 임대-블타바 강을 따라 유람

여러분을 프라하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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