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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예술사박물관

비엔나 시내 링슈트라세에 위치한 예술사박물관의 건물은 합스부르크 황실
컬렉션을 위한 박물관으로 설계되고 건축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들과 여러 예술후원자들이 600여
년 간 수집한 예술품을 위한 호화로운 무대로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10대 박물관 중의 하나

양탄자가 깔린 화려한 계단이 나 있는 웅장한 일층 로비에서 이미 5천년에
걸친 예술작품들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리 박물관은 유일무이한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황제 시대의 종합예술입니다.
링슈트라세 건너 편에 위치한 비엔나 세계박물관과 비엔나 황실보물관뿐 아
니라

비엔나 황실 마차박물관도 비엔나 예술사박물관에 속합니다.

오스트리아 최고 인기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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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비엔나 예술사박물관의 회화갤러리는 역대 거장들의 작품 컬렉션 중에는

플랑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곳에 속합니다. 예술사 최고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독일 미술의 정점

전시실을 돌아보노라면 감각적이고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 예술후원자들의 지식이 탁월하고 수집열이 뛰어났던
브뤼겔, 루벤스, 뒤러

덕분에 비엔나 회화갤러리는 오늘날 전세계 최대 규모로 피터 브뤼겔 1세
의 작품들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이나 농부의 결혼식 은 꼭 보아
야 할 작품들입니다.
페터 파울 루벤스의 대형 제단화는 압도적인 표현력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외 안토니 반 다이크나 야콥 요르단스의 독특한 플랑드르
회화작품들은 17세기 예술창작의 다채로운 면을 잘 보여 줍니다.
네덜란드 미술의 대작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렘브란트의 대형
자화상이나 얀 베르메르의 회화예술이 두드러집니다. 공간과 빛과 색깔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조화로움이 우리의 마
음을 매료시킵니다.
알프레드 뒤러의 막시밀리안 1세 황제의 초상화나 만성절 제단화는 르네상
스 시대 독일 미술의 높은 수준을 감명깊게 잘 보여 줍니다.

대작1000 점이 들려주는
1000가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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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이탈리아 미술 컬렉션의 기반은 17세기 중반에 마련되었습니다. 거장들의

스페인,

대작 400점을 소장하고 있는 회화갤러리는 오늘날 베네치아 미술의 컬렉션

프랑스 미술

중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하고 중대한 컬렉션의 하나입니다. 조르조네의 세
철학자는 오늘날도 그 분위기와 다층적인 이야기로 인해 깊은 인상을 줍니
다. 티치아노는 중요한 창작기의 작품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베네치

티치아노, 라파엘, 카라바지오

아 학파는 벨리니, 틴토레토 그리고 베로네제와 함께 완성됩니다.
라파엘의 성화 초원의 성모는 평온하고 조화로와서 감동을 줍니다.

주세

페 아르침볼도의 사계절과 사원소 알레고리는 여러분을 환상의 세계로 안
내해 줄 것입니다.
카라바지스트들의 작품도 이곳을 능가하는 곳이 없습니다. 카라바지오 자신
의 최고 작품 중의 하나인 가시면류관을 쓴 그리스도 또한 이곳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날레토가 그린 비엔나의 여러 전경을 통해 18세기 당시
비엔나에서의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해 보십시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가슴 뭉클해지는 마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화도 놓
치지 마십시오. 그의 빛나는 붓놀림은 당시로서는 아주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역대 거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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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스트캄머

합스부르크 왕가는 600년 이상 오스트리아를 통치했습니다. – 그 기간 중
의 대부분을 독일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지냈습니다. 군사령관으로 성공한
이들도 있고, 정치가로 성공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결혼대상으로 성공한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개인 소장품

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열정적인 수집가였습니다! 그들은
기이한 것들, 먼 나라와 먼 문화권에서 온 이국적인 것들, 신비롭고 주술적
인 물건들과 당대의 가장 훌륭한 예술품들을 수집했습니다.
벤베누토 첼리니의 하나밖에 없는 »살리에라«가 비엔나 쿤스트캄머에서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것입니다.

이집트-오리엔트 컬렉션과

이집트-오리엔트 컬렉션에서 이집트 고분에 들어가서 부장품들 사이에서 매

고대예술 컬렉션

혹적인 파란색 하마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는 6미터 높이의 파피루
스말이 기둥 (파피루스 말이 모양의 돌기둥)과 미이라와 석관들이 있습니다.

예술은 언제부터 예술일까?

고대예술 컬렉션은 3천년간의 역사를 보여 줍니다. 우리를 키프로스에서 그
리스를 거쳐 고대 로마와 로마제국시대의 오늘날의 비엔나 지역까지

안내

해 줍니다. 겜마 아우구스테아 (Gemma Augustea) 같은 독특한 작품이나 고
대 후기와 민족이동 시기의 보물들과 고대 꽃병과

로마 시대의 수제공예

품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동전전시관

박물관 3층에 동전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돈의 역사 초창기부터 현재
까지 이르는 동전, 귀중한 메달과 훈장이 있습니다. 700.000 개 이상의 소
장품이 있는 이곳은 전세계 5대 컬렉션 중의 하나로, 돈의 역사를 훑어볼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 –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되어 줄 것입니다.

5천 년 간의 예술 –
고대 이집트부터
18세기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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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세계박물관

현재 비엔나 세계박물관의 컬렉션은 그 시작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공이었
던 티롤의 페르디난트 2세가 전세계의 문화재들을 수집하던 16세기로 거슬
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멕시코의 깃털머리장식도 그 중

전세계에서 온 문화재

의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1세는 이미 19세기 초에 이름난 항
해사 제임스 쿡의 컬렉션을 사들이고, 딸을 브라질 황태자와 결혼시키면서
이를 계기로 브라질 탐험대를 파견하며 여행 비용을 대는 등 세계여행에 대
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왕위계승자였던 페르
디난트 대공은 일생 동안 개인박물관을 꿈꾸었고, 대공이 세계여행을 하면
서 사가지고 온 수많은 보물들을 보관해 두었던 호프부르크에 오늘날까지도
이 모든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들로 엮어진 진주 목걸이

새로 디자인된 전시관은 2017년에 개장되었으며14개의 아주 독특한 전시 공
간에 걸쳐 초지역적인 테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온
특이한 문화재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주 목걸이
처럼 나란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오늘날의 시각에서 해석됩니다.

기둥홀

비엔나 세계박물관의 핵심은 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화려한 기둥홀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박물관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박물관 주최의 각종 행사와 고객들을 상대로 한
이벤트의 무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새로 개장한cook café & bistro에서
바라본 기둥홀의 모습은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를 위한 세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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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홀의 갤러리를 지나서 새로 꾸며진 전시실뿐 아니라 예술사박물관에 속
하는 두 컬렉션에 이르게 됩니다:

황실사냥무기박물관

비엔나 황실사냥무기박물관은 사냥무기박물관으로는 세계 최고로, »기사들«
과 무엇보다도 기사들이 전투 때 그리고 마상 시합 때 착용했던 것들을 전
시하고 있습니다. 현란한 장비와 당대의 가장 비싼 유행 의상, 화려한 무
기와 기술적으로 잘 다듬어진 마상 시합 장비는 그 시절 최고의 호화로움
을 자랑하며 궁정에서 열린 중요한 사건들을 증언해 줍니다. 대관식, 결혼
식, 신성로마제국의 국회와 전쟁. 궁정에서의 사냥, 특히 매사냥이 별도의
주제 영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악기 컬렉션

고악기 컬렉션에서는 음악사의 한 시기나 한 음악가를 주제로 한12개의 전
시실에 음악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국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르네상스 및
바로크 시대의 악기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디오가이드를 통해서 수많
은 음악을 예로 들어 이 역사적인 악기들의 소리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오리지날 악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악기를 몇 개 연주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궁정에서의 오락 문화:
사냥, 마상 시합 그리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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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800년에 칼 대제가 최초의 황제로 즉위한 뒤 독일신성로마제국은 천 년 이

황실보물관

상 유지되고 고대 로마황제들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서구 기독교권의 중대한 왕가 중 하나로 가장 오랫 동안 독일신성로마제국
의 황제직을 지냈습니다. 독일신성로마제국은 1806년에 나폴레옹의 압력으
로 붕괴되었습니다. 당시의 황제 프란츠 II./I. 세는 이러한 운명을 예상하
고 이미 1804년에 오스트리아 제국을 창건하였습니다. 1867년부터 존립했
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양원제국은 1918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서양 합스부르크 통치자들의 황실 보물

비엔나 호프부르크 중 중세기에 지어진 슈바이쩌 트락트에 있는 비엔나 황
실보물관은 오늘날의 유럽에 큰 흔적을 남긴 모든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
다. 이곳에는 여러 제국의 어물과 권력의 표장들이 있습니다.

독일신성로

마제국의 황관, 검, 보주와 그밖의 여러 표장은 서구 기독교권의 가장 대표
적인 상징물들입니다. 그리고 루돌프 2세 황제가 개인적으로 1600년에 합스
부르크 왕가의 왕관으로 제작하라고 명령한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관은 19

세기 합스부르크 왕정의 영화롭던 시절을 잘 보여 줍니다.
또 다른 하일라이트로15세기 부르군트 공국의 유산인 황금양모기사단의 보
물을 비롯한 소장품들과 나폴레옹 2세의 요람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합
스부르크 왕가의 황후와 대공녀들의 호화로운 보석과 엘리자벳 황후가 사용
했던 오리지날 보석의 일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라는 전설이 깃든 8세기의 성창 같은 전설적인 보물들과, 오랫동안 그
리스도의 성혈을 받은 성잔으로 믿어졌던 것으로 이세상에서 가장 큰 광물
마노 접시 혹은 전설 속

»일각수«의 뿔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엔나 황실보물관이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관인 이유는 유일무이한
이러한 예술품과 권력의 상징물 때문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관과 보물 –
서구권 권력의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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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쇤브룬 궁전 공원에 위치한 비엔나 황실마차박물관은 오스트리아 역사를 돌

황실마차박물관

아볼 수 있는 독특한 곳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나폴레옹 또는 프란츠 요
제프 1세 황제의 마차를 타고 함께 그들의 다사다난했던 삶 속으로 떠나 보
십시오.

황제들의 마차와 씨씨의

의상

가장 대표적인 바로크 양식의 황실 마차를 둘러싸고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사용한 마차들 중에 특선된 호화로운 마차들, 안락한 여행용 마차와 장난스
러운 어린이용 마차들이 있습니다. »씨씨의 길(Sisi-Pfad)«이 하일라이트
인데, 엘리자벳 황후(일명 씨씨)의 마차뿐 아니라 유일하게 남아 있는 황후
의 말안장 같은 평범하지 않은 물건들이나 »승마실«과 화려한 오리지널 의
상을 볼 수 있습니다.

황제들의 마차와
황후들의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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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맛

황실 분위기의 비엔나
커피하우스 문화

비엔나 예술사박물관의 천정홀에 있는 커피 레스토랑은 전세계에서 가장 아
름다운 커피숍 중의 하나입니다. 황실 분위기의 이 장엄한 건축물이 전해
주는 분위기에 젖어 보십시오!
비엔나 예술사박물관의 독특한 컬렉션을 돌아보면서 쿤스트캄머에서는 살
리에라(Saliera)를 혹은 회화갤러리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브뤼겔 컬렉
션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려한 갤러리 레스토랑에서 맛의 향연을 누리고 비엔나 커피하우스
문화의 특별한 커피맛을 즐겨 보십시오.

천정홀에서의

무궁무진한 예술의 보고인 우리 박물관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휘황찬란한 건

특별한 저녁식사

물에서의 마법적인 시간들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비엔나 예술사박물관의 천정홀에 위치한 멋있는 레스토랑에는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위한 고급 저녁 뷔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스 사이에 박물관의
컬렉션들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합스부르크 황실 컬렉션의 세
계로 안내해 줄 투어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비엔나
커피하우스 문화와
특별한 예술체험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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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해설

우리 박물관과 그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예술해설가들처럼 잘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술해설가들이 여러분에게 박물관
의 하일라이트를 보여 드리고, 다양한 고객층에 맞게 그리고 고객 한분한분
의 욕구에 맞게 그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 드립니다.
원하시면 여러분의 고객만을 위한 개별 투어를 해 드리고, 무엇보다도 선
호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하거나 여러분이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독특한
테마를 선택해 드립니다.

B인기 투어 테마

• 비엔나 예술사박물관과 합스부르크 왕가
오버뷰 투어
• 전세계 최대 브뤼겔 컬렉션
비엔나 예술사박물관 회화갤러리
• 합스부르크의 사생활
비엔나 예술사박물관 쿤스트캄머
•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관과 보물
비엔나 황실보물관
• 황제들의 마차와 씨씨의 의상
비엔나 황실마차박물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투어도 있습니다. –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전세계
적으로 선구자입니다.

어린이 투어

모든 박물관에 어린이들을 위한 연령별 테마 투어가 있습니다. 원하면 아틀
리에에서 실습체험을 하는 것도 콤비 가능합니다!

아틀리에

나의 숨은 창의력을 발견하고 싶으면 아틀리에에서 이루어지는 코스를 추천
해 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폭넓게 제공됩니다.

오디오가이드

비엔나 예술사박물관에 속하는 모든 박물관과 전시관에는 여러 언어로 된
오디오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예술품과 그 역사뿐
아니라 박물관의 건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는 것보다 나은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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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일반 개관시간 이외의 전용 투어

이벤트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고 싶다면 오
전

10.00시 이전이나 저녁 18.30 시 이후에 여러분만을 위한 개관이 가능

합니다. 비엔나 예술사박물관의 회화갤러리, 이집트-오리엔트 컬렉션, 쿤
스트캄머 혹은 유명한 왕관과 권력의 상징물이 소장되어 있는 호프부르크
의 비엔나 황실보물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트살 깃털로 된 머리장식을 볼
수 있는 비엔나 세계박물관의 인류-인종학 컬렉션이나 황실사냥무기박물관
에 전시되어 있는 갑옷과 역사적인 무기 컬렉션. 마차, 썰매 그리고 가마가
전시되어 있는 쇤브룬 궁전의 비엔나 황실 마차박물관 또는

클림트의 누

다 베리타스(Nuda Veritas)가 있는 연극박물관도 특별 관람이 가능합니다.
황실 분위기의 전용 이벤트

여러분의 고객들을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박물관에서의 특별한 저녁시간
에 초대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공간과 행사장에서 열리는 이벤트는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비엔나 세계박물관의 황실 분위기에서 펼
쳐지는 갈라디너부터 어디에서도 다시 볼 수 없는 연극박물관의 독특한 분
위기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거쳐, »통행 가능한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엔나 예술사박물관에서의 리셉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소원을 모두 들
어 드릴 수 있습니다.
50명 규모의 강연회든 700명을 위한 입석 칵테일 파티든 – 최상급의 이벤
트 장소, 미각의 축제, 개성있는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을 약속 드립니다.
갈라디너, 제품설명회, 콘서트, 워크숍과 세미나, 낭독회, 기자회견뿐 아니
라 – 관공서 결혼식도 가능합니다.

EVENTMANAGEMENT
T +43 1 525 24 - 4030
EVENT@KHM.AT

예술을 찬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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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BURG INFO CENTER

호프부르크 일대는 역사적인 오스트리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호
프부르크처럼 정치, 행정 그리고 문화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호프부르크 일대의 명소를 방문하시려면 헬덴플라츠 (영
웅광장)에 있는 Hofburg Info Center에서 시작하십시오. 비엔나 황실의 역
사뿐 아니라 황제들의 수집활동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 취향이 어떠한지를
반영한 수많은 건물, 보물 그리고 물건들을 보게 됩니다.
		

IMPERIAL SHOP VIENNA

링슈트라세의 호프부르크에 새로 개장된 Imperial Shop Vienna에서는 왕정
때 황실에 물건을 납품했던 업체들과 전통깊은 수제공장의 특선된 기념품과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특징은 비엔나의 매력과 최고의 품질 그리고 오랜 전통을 자랑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황제와 황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제품들이니까
요. 모두 오스트리아에서 디자인되고, 오스트리아의 품질 기준에 맞게 세심
하게 생산되어 비엔나 호프부르크의 황실 분위기 속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클래식한 것부터 모던한 디자인까지, 작은 기념품부터 고급 선물까지 – 비
엔나 한 조각 집으로 가져 가십시오.

매일 9–18 시
HOFBURG, HELDENPLATZ
1010 WIEN
INFO@IMPERIALSHOP.AT
WWW.IMPERIALSHOP.AT
T +43 1 525 24 - 3435

비엔나 호프부르크 투어의
중심에 위치한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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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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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예술사박물관 바로 옆에 승하차장이 있습니다
비엔나 세계박물관까지 걸어서 2분
비엔나 황실보물관까지 걸어서 7분

관광버스

B

승하차장: 쇤브룬 궁전 앞
버스주차장: Schönbrunner Schlossstraße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busguide.at

버스주차장까지 10분 거리: Bellariastraße, Schmerlingplatz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busguide.at

대중교통 이용시

전철: U4 Schönbrunn 또는

Hietzing

트램: 10, 58
대중교통 이용시

전철: U2, U3 Volkstheater, U2 Museumsquartier, U1, U2, U4 Karlsplatz,

버스: 10A

U3 Herrengasse
트램: D, 1, 2, 46, 49, 71, Vienna Ring Tram

주소

버스: 1A, 2A, 57A
주소

Kaiserliche Wagenburg Wien (비엔나 황실마차박물관)
Schloss Schönbrunn, 1130 Wien

Kunsthistorisches Museum Wien (비엔나 예술사박물관)
Maria-Theresien-Platz, 1010 Wien
Weltmuseum Wien (비엔나 세계박물관)

입장 시

비엔나 예술박물관의 모든 박물관은 장애물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휠체

장애물이 없습니다

어 무료 대여. 구체적인 정보는 박물관 홈페이지(www.khm.at.)를 참고하십
시오. 기꺼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eldenplatz, 1010 Wien
Hofburg Info Center & Imperial Shop Vienna
Hofburg, Heldenplatz, 1010 Wien
Kaiserliche Schatzkammer Wien (비엔나 황실보물관)
Hofburg, Schweizerhof, 1010 W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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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Mag. Markus Kustatscher

Mag. Verena Hofer

관광 & 마케팅

마케팅 부장

Burgring 5, 1010 Wien

Burgring 5, 1010 Wien

M +43 664 605 14 - 2505

T +43 1 525 24 - 2500

T +43 1 525 24 - 2505

tourist@khm.at

markus.kustatscher@kh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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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M.AT
WWW.TOURISM.KH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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