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드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을 기원합니다.

이르제
(Irrsee)

잘츠부르크 30km
뮌헨 167km

린츠 107km
비엔나 27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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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제

화장실

일반주차장

현금 지급기

선착장

대형차주차장

몬드제 지역관광공사, 몬드제(MONDSEE)-이르제(IRRSEE)
Dr.-Franz-Müller-Straße 3 · 5310 Mondsee
전화: + 43 (0) 6232 2270 · 팩스 + 43 (0) 6232 2270 22
이메일: info@mondsee.at · www.mondsee.at

슈퍼마켓

안내데스크

문화의 길:

성 미카엘 대성당 대형차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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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미카엘 대성당(Basilika St.Michael):
몬드제 수도원은 바이에른의 공작 오딜로 2세가 로마 제국의 유
적 위에 세운 것으로 748년에 지어졌다. 카를 대제가 타실로 3세
를 폐위시키고 나서 몬드제 수도원은 대제국 수도원으로 격상되
었다. 15세기에 들어서 몬드제 지역의 모든 성당이 재건되었는데
총 1444개의 회의장과 1448개의 회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1514
년에 몬드제에는 오스트리아 북부지방 최초의 중등학교가 설립
되었고 수도원이 해체될 때까지 존재하였다.
바로크 양식 조각의 거장 중 한 명인 마인라트 구겐비흘러
(Meinrad Guggenbichler)가 몬드 제지역에서 숨을 거둘때까
지 44년 간 활동하였다. 마인라트 구겐비흘러는 성당의 제단이
나 오르간 건축 등 장식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오스트리아 땅에
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었던 몬드제 수도원은 마침내 1791 년
도에 해산하게 된다.
이전에는 수도원이었던 성당이 2005 년 교황 요하네스 바울 2
세에 의해 바실리카로 격상되었다. 이와 동시에 시작된 재건축
은 3년이 걸렸다.
성 미카엘 대성당은 또한 동서양 모두를 사로잡고 사랑받는 영
화로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의 결혼식 장면에 사용되었다.
주소: Kirchengasse 1, 5310 Mondsee,
전화: +43 6232 4166
영업시간: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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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힐프 순례 성지 교회 – 힐프베르크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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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츠카머구트(Salzkammergut) 지역 철도 박물관:
잘츠카머구트의 지역 철도 박물관은 전통적으로 보존
된 기관차고에 자리를 잡았다. 박물관은 1957년도까지
이용되었던 철도의 사진과 철도 작업 계획 등을 전시한
다. 복원 작업을 통해 기관차와 짐마차가 생생하게 재
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 사람들은 잘츠카머구트의
지역철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느림보 겁쟁이 열
차가 온다“. 기차 운행을 멈춘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해
주는 듯하다.
주소: Seebadstraße 2, 5310 Mondsee
영업시간: 5월-6월: (토, 일요일, 공휴일)
7월-8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호상 가옥과 수도원 박물관:
1400 평방 미터가 넘는 전시장에서는 호상 가옥의 역사, 몬드제
성당과 이 지방의 문화를 소개한다.
알프스 지역의 호상 가옥은 2011년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으로 선정되었다. 몬드제의 이름의 유래는 신석기 시대에 이미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 신석기에서부터 "몬드제 문화“가 어떻
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방대한 연구 자료를 만나볼 기회를 방
문자에게 제공한다.
수도원의 설립은 7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후 1791년도에
해산되었다. 몬드제 고대 수도원에서는 수도원의 역사와 문화,
주변 자연환경을 비롯해 고고학, 건축의 역사, 신성 예술, 표지예
술과 지역 문화까지 망라하는 전시를 볼 수 있다. 베네딕트 예배
당 (장례미사의 방)과 13세기 말 그려진 벽화, 고딕 양식의 도서
관은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이다.
주소: Marschall-Wrede-Platz 1, 5310 Mondsee
전화: +43 6232 2895
영업시간: 5월-9월: 화요일-일요일
10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샤니게르텐(Schanigärten):
이곳에서의 특별한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면, 몬드제의 샤니게르
텐을 들러야 한다. 늦은 여름밤, 번잡하고 활기찬 분위기에 맛있
는 음식을 제공하는 수많은 레스토랑과 카페를 놓치지 말 것. 7
월과 8월에는 샤니게르텐을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한 지역음악가
와 전통무용가(D“Stoawandla) 들의 공연이 정기적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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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 가옥 파빌리온(Pfahlbau Pavillon):
몬드제(Mondsee), 제발헨(Seewalchen), 아터제(Attersee)에
건립된 파빌리온은 6000년 역사의 문화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
할을 하고 있다. 몬드제호의 부두에서는 호상 가옥에 대한 연구
와 자료를 기록하여 참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몬드제의 호상 가
옥은 2011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매주
토요일 제공되는 가이드 투어는 관광청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
야 한다.

헤메츠베르크 보트 투어:
선착장은 호수의 산책로에 위치
현대적인 "오딜로 공작“호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몬드제“
호를 타면 몬드제란트의 숨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보트 투어
는 4월부터 10월까지 하루에 여러 번 운행한다. 스페셜 투어는
연중 내내 예약 가능. 전기보트 대여.

민속 - 농민 박물관:
2007년에 완공된 농민박물관 몬드제란트(MondSeeLand)는
농장의 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건축되었으며 라우흐하우
스(Rauchhaus)를 이해하는 데 초석이 되는 기능을 한다.
상설 전시를 통해 방문자는 몬드제란트의 농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즐길 수 있다.
야외 박물관에서는 1416년대부터 보존된 농가의 보금자리를 만
나볼 수 있다. 라우흐하우스(Rauchhaus)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현되어 몬드제 지역의 독특한 농업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준다.
주소: Hilfberg 6, 5310 Mondsee,
전화: +43 664 3406020
영업시간: 5월-9월: 화요일-일요일
10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힐프베르크 성당이 처음 지어진 의도는 성인 울리히를 헌정하
기 위해서였다. 나중에 울리히 성당은 마리아힐프 성당으로 재
건되었는데 그 배경으로는 수도원장이었던 아만트 괴블(Amand
Göbl)이 스페인 승계 전쟁 당시 몬드제 지역이 보호받은 것에 대
한 감사 표시를 하고자 한 것이다. 몬드제의 조각가인 마인라트
구겐비흘러(Meinrad Guggenbichler)가 제단과 강단을 만들었
고 1706년 7월 2일 수도원 예배당에서 성모 마리아 성화를 성당
으로 옮겨 제단 중앙에 배치했다.
몬드제의 마리아 힐프 산에 위치한 순례길은 많은 순례자가 거쳐
갔으며 순례자들은 몬드제 마리아 힐프 성당의 이야기를 담은 노
래를 불렀다. 성당은 힐프베르크라 이름 붙여진 언덕에 위치하며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당을 둘러보는 길에는 현재까지 사용
되는 성직자의 숙소도 찾아볼 수 있다.
주소: Am Hilfberg, 농민박물관 옆에 위치,
전화: +43 6232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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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델 보트투어:
선착장은 몬드제 호수 레스토랑에 위치
매일 "MS-MONDSEELAND“와 함께 하는 특별한 투어. 이 배는
최대한 15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일년 내내 투어를 진행한다.

문화의 길:
지역사회에서 몬드제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경
로를 마련하고자 문화의 길을 설립하였다. 문화의 길은 모든 유
명 명소를 연결하며 독일어와 영어로 지역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
판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 와이파이: "FreeWifiMondsee"를 연결하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www.mondsee.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