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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쉬마르크트에 있는 괴테 동상

바흐 동상 옆의 콘서트 연주

* Goethe Route
괴테 가도

D E U T S C H L A N D Weimar
봐이마르

Jena
예나

독 일

Fulda
풀다

Eisenach
아이세나흐

Erfurt
에어푸르트

Leipzig
라이프찌히

Berlin
베를린

Hamburg
함부르크

Munich
뮌헨

Frankfurt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풀다

아이세나흐

에어푸르트

봐이마르

예나

라이프찌히

고전에서 현대까지 – 
16개 유네스코 세계 유산물을
소유한 도시
봐이마르에는 괴테, 쉴러, 바흐, 리스트

등의 인물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적인 건물들 즉 르네쌍스, 유겐트

양식, 클라찌스무스 및 바우하우스

건축물 즉 벨베데레, 티이푸르트의

궁성이나 정원, 20개 이상의 박물관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훌륭한 요리와

호텔들도 속해 있습니다. 

예나 – 파라다이스

[예나]에는 아름다운 장점이 많습니다. 즉

이 도시는 풍부한 역사를 가진 과거,

창조적인 연구, 국제적인 경제, 젊은

대학생들의 생활 그리고 시골 풍의 매력

등과 활발한 연결을 갖는 삶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다면성은 작은 잘 움직이는

대도시로 특별한 매력을 갖는 유일한

무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Goethe’s Home
괴테의 집

Frauenplan 1 
1709년에 건조된 바로크 양식의 집.

괴테가 1782년에서 1832년

사망하기까지 살았던 집.

Goethe’s Garden House
괴테의 정원 집

Park an der Ilm 
일름 강변의 정원의 집은 1782년까지

그리고 후에 은퇴한 후의 거주한 집.

Goethe Schiller Memorial
괴테와 쉴러의 동상

Theaterplatz 극장광장

문화도시인 봐이마르의 상징으로

1857년에 조각가 에른스트 리이첼에

의해서 제작되었음. 

Duchess Anna Amalia Library
안나 아마리아 도서관

Platz der Demokratie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은 도서 수집,

예술품 소장 그리고 건축으로 된 유일한

앙상불의 [푸른 성]이며, 개축되었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로코코양식의

홀임.

Town Church of St. Peter and Paul 
성 베드로와 바울 시 교회

Herderplatz
후기 고딕양식으로 3익 홀식 교회.

1776-1803년에 헤르더가 시무한 교회.

양쪽으로 펼치는 부채형 제단그림은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임

Bauhaus Museum 
바우하우스 박물관

극장광장에 면해 있음. 500점 이상의

전시품으로 국립 바우하우스의 발전을

소개하고 있음 (즉 그로피우스, 이텐,

파이닝거, 칸딘스키와 클레 등에 의한

건축과 디자인)

오픈 시간과 정보:

www.weimar.de

Market square
마르크트 광장

예나 대학교 설립자인 한스프리이트

(Hanfried)의 입상이 있는 구 시가의

역사적인 앙상블.

St. Michael Town Church 
성 미카엘 시 교회

Hinter der Kirche 1
마르틴 루터의 동묘 표반이 있음. 

Collegium Jenense 
콜레기움 예넨세

Kollegiengasse
전 수도원으로 대학교의 설립 장소임.

Art collection and 
town museum of Jena
예나 시립박물관과 미술 수집픔

Markt 7
시의 역사, 예나의 7 불가 사이와 유명

미술 수집품의 전시장. 

Schiller’s Garden House 
쉴러의 정원 집

Schillergässchen 2
시인이며 예나 대학 교수인 쉴러의 거처

집과 정원 

Goethe Memorial in the 
Botanical Gardens
식물원에 있는 괴테 기념관

Fürstengraben 26
예나에 있는 괴테의 학술적인 활동 기념.

식물원은 독일에서 2번째 오래된 것이며

괴테의 청에 의해서 큰 은행나무를 식목.

Zeiss Planetarium Jena 
짜이쓰-플라네타리움 

Am Planetarium 5
세계 최고의 플라네타리움은 가장

현대적인 레저 시설을 갖춤.

괴테의 파우스트 
아우어바흐 지하식당에서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라이프찌히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아우어바흐 지하식당에서

그의 희곡 "파우스트" 의 한 장면의 연감을

받았다. 여기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27년간 토마스 교회의 음악감독으로 그리고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는 게봔트하우스의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라이프찌히의 음악

생활에 큰 영향을 남기었다. 

Bach Museum 
바흐 박물관

Thomaskirchhof 15/16
www.bach-leipzig.de

바흐(J.S. Bach)의 라이프찌히 시대에

관하는 상설 전시장. 현재 수리 중.

2010년 봄 재 개관 됨.

Mendelssohn House 
멘델스존 집/박물관

Goldschmidtstr. 12
www.mendelssohn-stiftung.de

작곡가 멘델스존 (Felix Mendels-

sohn Bartholdy)의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보존되는 거소/박물관.

St Thomas’s Church 
토마스 교회

Thomaskirchhof 18
www.thomaskirche.org

1212년에 설립된 교회. 바흐

(J.S. Bach)의 활동 장소이었음.

[토마스교회 소년합창단]의 모테트의

정기 연주회가 있음.

Statue of Goethe 
괴테 동상

Am Naschmarkt
괴테의 라이프찌히 대학생시절을

기념하는 동상.

Old Town Hall
구 시청사

Markt 1
www.stadtgeschichtliches-

museum-leipzig.de

독일의 르네샹스 양식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의 하나로 시 역사에 관한

박물관으로 이용됨.

Schumann House 
슈만 집/박물관

Inselstrasse 18
www.schumann-verein.de

라이프찌히에 태어난 여류 음악가인

클라라 뷔이크 (Clara Wieck)와

그녀의 남편 로베르트 슈만의 집.

Cologne
쾰른

By Air  항공편

- 서울/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와 뮌헨에

직항하는 여러 항공편이 있음

- 더 자세한 정보: www.germany-tourism.de

By Car 아우토반 (고속 도로)

- 아우토반으로 연결

3, 4, 5, 9, 66, 71, 73, 661 등으로

- [A4]번은 프랑크푸르트나 라이프찌히에서 

모든 [괴테 가도]에 속한 도시들에 연결됨

- 더 자세한 정보: www.germany-tourism.de

By Train 철도편

- 프랑크푸르트 공항 역 – 프랑크푸르트 본 역

- 풀다 – 아이세나흐 – 에어푸르트 – 봐이마르  

- 라이프찌히 간 ICE (고속철) 매 시간 연결

- 뮌헨 – 예나 – 라이프찌히 – 베를린 – 

함부르크 간 매 2시간 ICE로 연결됨.

- 다양한 지방선으로 연결편이 있음.

- 더 자세한 정보: www.bah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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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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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D E N M A R K
덴마크

P O L A N D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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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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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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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세나흐

에어푸르트

봐이마르

예나

라이프찌히

거리 (km) 프랑크푸르트 풀다 아이세나흐 에어푸르트 봐이마르 예나 라이프찌히

100 194 252 270 298 399

100 99 156 173 202 288

194 99 61 79 107 208

252 156 61 21 55 155

270 173 79 21 22 140

298 202 107 55 22 114

399 288 208 155 140 114

Frankfurt   
프랑크푸르트

Museum embankment festival
미술관 강변축제

마인 강 양변의 문화 및 예술 축제, 8월

둘째 주말

Rheingau wine market 라인가우

포도주 장

라인가우 우수한 와인을

와인양조업제들이 소개함. 9월 초순

10일간

Christmas Market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장

11월 하순 - 12월 하순, 뢰머 광장,

파울광장, 리프푸라우엔베르크 등

Fulda  
풀다 

Garden Festival 정원축제

전원의 식물종과 조원문화 전시

6월 첫 주말, 파사네리 성

Wine Festival 와인 축제

8월 마지막 금요일에서 9월 첫 일요일,

시내 중심가

Christmas Market 크리스마스 장

11월 마지막 금요일 이후, 중세의 시

청사 근처 중심가

Eisenach   
아이세나흐

Spring Festival 여름맞이 축제

독일 최대의 봄 축제, 축제 행열

부활절 3주간 전, 시내 중심가

„Luther Festival“ 루터 축제

연극과 축제 행열이 있는 중세 풍의 시

축제

8월 셋째 주말, 시내 중심가

Concert series 콘서트 행사

봐르트부르크 성의 유명한 [대 축연의

홀]에서

Christmas Market 크리스마스 장

봐르트부르크 성의 크리스마스 장

Erfurt       
에어푸르트 

Merchant’s Bridge festival
크래머다리 축제

6월 3째 주말, 중세의 장으로 튀링겐 주

최대의 구 시가 축제

Cathedral steps festival plays
대성당계단

연극제

8월/9월, 야외 연극제

Erfurt Christmas Market 
크리스마스 장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장 중의 하나, 

11월 말 – 12월, 시내 중심가

Weimar   
봐이마르

Weimar Art Festival 봐이마르 예술축제

콘서트, 발레, 연극 등

8월/9월, 여러 공연장

Onion Market 양파 장 축제

튀링겐 주 최대의 민속 축제

10월 둘째 주말, 시내 중심가

Christmas Market 봐이마르

크리스마스 장

11월 말 – 12월, 시내 중심가

Jena 
예나

Jena Art Arena 예나 문화 아리나

세계 음악제, 7월/8월, 극장 앞 광장

Old Town festival 구 시가축제,

민속축제, 9월, 마르크트 광장

Christmas Market 크리스마스 장

매일 탑 위에서 음악 취주

11월/12월, 마르크트 광장

Leipzig   
라이프찌히

Leipzig Bach Festival 바흐 음악제 

6월, 여러 행사장

Mendelssohn Festival 멘델스존

음악제

8/9월, 게봔트하우스와 다른 행사장

Christmas Market 라이프찌히

크리스마스 장

11/12월, 시내 중심가

Thuringia     
튀링겐 주

Thuringian Bach Weeks
튀링겐 바흐 음악주간

3월과 4월에 3주간 

바흐 (J. S. Bach)의 원 활동지

(Eisenach, Erfurt, Weimar, Arnstadt,
Ohrdruf, Mühlhausen) 에 콘서트 

UNESCO 세계유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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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furt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관광국

Tourismus+Congress GmbH 

Frankfurt am Main

주소: Kaiserstrasse 56

D-60329 Frankfurt am Main

Fon: +49 (0)69-21238800 

Mail: info@infofrankfurt.de

www.frankfurt-tourismus.de 

괴테는 풀다의 바로크을

좋아했음. 

풀다는 괴테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봐이마르간의 여행에서 가장 좋아한

체류지 이였습니다. 괴테는 오늘 날까지

변하지 않고 잘 보존한 바로크의 시

풍경뿐만 아니라 또한 풀다에 많은

친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괴테의 발자취를 따라 풀다의 손님

후대를 체험 하시기를!

Goethe House and 
Goethe Museum
프랑크푸르트의 괴테하우스와

괴테박물관

www.goethehaus-frankfurt.de

문호 괴테가 나서 유년 및 청년시기를

보낸 집. 

Old Opera House
알테 오퍼

www.alteoper.de

콘서트 홀, 1880년에 개인 재단으로

건축됨.

Römer  
뢰머 광장

역사적인 시 청사, 시장의 집무실 소재

Paul’s Church   
바울 교회

1848년 개최된 독일 최초의 국회소집이

된 곳.

Cathedral   
카이저돔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공식 선거 장소

Städel Museum Frankfurt 
프랑크푸르트 슈태델 미술관

www.staedelmuseum.de

렘브란트에서 피카소까지의 회화 수집품

전시.

Palm Garden Frankfurt  
프랑크푸르트 팔멘가르텐

www.palmengarten.frankfurt.de

장미원, 석원, 로도덴드론원 열대원,

아적도원

Frankfurt Zoological Garden
프랑크푸르트 동물원

www.zoo-frankfurt.de

엑소타리움과 야간동물관 

유럽의 가장 주요한 동물원의 하나.

Historical Rooms 
of the City Palace
시 궁전의 역사적인 방

역사적인 홀에는 풀다의 영주사교 들의

바로크 양식의 사택, 축하연의 홀,

유명한 풀다의 자기 및 튀링겐의 자기

수집품들을 볼 수 있음. 

Cathedral  
대성당

바로크 양식으로 건축된 대성당은 풀다의

가장 주요한 건축물의 하나이며 그

화려함에 매혹 된다. 관람은 단지 예배

시간 외에 가능함. 

Cathedral treasury 
대성당의 보물 실

성 유물, 교회 의식의 의장 그리고

예배용구의 수집품들은 풀다 수도원의

역사를 폭넓게 소개하고 있음.

Vonderau Museum 
폰데라우 박물관

프랑크푸르트와 카쎌(Kassel) 사이에

가장 큰 박물관이며, 문화미술사, 박물학

(생물, 광물, 자연지리) 및 회화와

조각의 3부분에서 수집한 것들이

전시됨. 

Fasanery Palace Museum
파사네리 성 박물관

헤쎈 주의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성관으로 60개 이상의 방이 있으며

궁전의 생활문화를 볼 수 있다. 특히

자기와 고대 미술품의 수집품들을 꼴 볼

필요가 있음.

German Fire Brigade Museum
독일 소방 박물관

르네상스시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소방기구들이 전시되고 있음. 

St. Michael’s Church 
미하엘 교회

821–822년 사이에 건립된 미하엘

교회는 독일 중세의 교회 건축물 중에

가장 주요한 것에 속함.

봐르트부르크와 음악의 도시

아이세나흐에는 세계문화와 세계역사의

집이 있으며. 이 곳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출생도시며, 마르틴 루터가 그의

학생 시절 3년을 보낸 곳이며, 괴테가

자주 방문한 도시입니다. 정무, 시작 및

스케치 외에 괴테는 지질학 연구에도

흥미를 가졌습니다. 

Bach House 
바흐 박물관

Frauenplan 21
www.bachhaus.de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를 위한 세계적으로

제일 큰 박물관.

Luther House 
루터 집/박물관

Lutherplatz 8
www.lutherhaus-eisenach.de

아이세나흐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집은 루터의 기념관이 되어있으며,

목회자 문서실와 성서 카페가 있음.

St. George’s Church
게오르크 교회

Markt
시의 주교회, 오르간 콘서트의 연주 및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세례를 받은

교회임. 

Museum Automobile World of
Eisenach
세계 자동차 박물관

Friedrich-Naumann-Str. 10
이 자동차 박물관은 100년 이상의

자동차 제조의 전통에 관하는 문헌 자료

및 뽑힌 유명 자동차를 전시하고 있음.

Reuter Wagner Museum
로이터 및 봐그너 박물관

Reuterweg 2
작가인 프릿츠 로이터의 별장이었으며

바이로이트 다음의 큰 리하르트 봐그너의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음. 

Town Castle
시 성

괴테가 근무 차 자주 이곳에 체류하였음.

현재는 역사적인 약국, 역사적인 자기

수집품과 특별 전시장.

관광 정보 안내소 등 들어 있음

독일의 역사와 문화

중세와 민네생거, 마르틴 루터의 체류,

리하르트 봐그너의 로만틱 오페라

[탄호이저] – 이 모든 것들이

봐르트부르크 성의 특별한 매력과

매혹입니다. 이 성은 독일의 가장 유명한

성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또한 독일의

역사와 문화의 증인으로 199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Art treasures at Wartburg Castle
봐르트부르크 성의 문화재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그의 여러 번의

방문 중에 1815년에 박물관의 설립을

추천하였음. 

오늘날 방문객들은 800년간의 문화재

수집품, 이 중에 특히 루카스 크라나흐의

명화에 경탄 하고 있음.

Martin Luther at Wartburg Castle
봐르트부르크의 마르틴 루터 

가장 잘 알려진 전시물은 의심 없이

확증하는 루터의 방. 

종교개혁자는 여기서 성서의 일부를

독어로 번역하였으며 이로서 독일어의

통일을 가져오는데 이 봐르트부르크에서

초석을 쌓게 되었음. 

Genuine hospitality
친절한 손님 환대

낭만적인 특급 호텔 [Hotel auf der

Wartburg] 에는 35개의 방이 있으며,

안락한 체류와 꿈 속으로 초대하고 있음. 

www.wartburghotel.de

Unique atmosphere
유일한 배경

봐르트부르크는 단지 문예상의 귀중품인

곳뿐아니라 또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음. 

[탄호이저]의 상연, 고전음악의 콘서트,

여름극장 등은 큰 축제 홀의 유일한

무대에서 잊을 수 없는 체험을 얻게 됨. 

대림절 주말에는 역사적인 크리스마스

장이 많은 손님들을 성으로 유치하고

있음.  

중세의 교역 도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다양한 작품의

발자취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업무 차나 개인적으로

에어푸르트를 즐거이 여행을 하였으며

그에게 아주 잘 맞았기에 그는 이 도시를

[튀링겐의 로마]로 표시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곳 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아우구슈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살았습니다.

The heart of the old quarter
protected as a historic monument
기념비 보호를 받는 구 시가 중심부

에어푸르트는 독일의 가장 큰 기념비

보호를 받는 구 시가 중심부의 하나로

또한 훌륭한 관광명소로 매혹하고 있음

St. Mary’s Cathedral and 
St. Severus Church 
마리엔 대 성당과 세베린교회

언덕에 세워진 인상적인 교회 건축

앙상블.

Merchants’ Bridge
크뢰머 다리

유럽의 가장 긴 거주 집이 있는 석교.

Old Synagogue Erfurt 
에어푸르트 구 회당

Waagegasse
에어푸르트의 금 보물을 가진 중부

유럽의 가장 오래된 유대교 회당

(1100년경).

Erfurt Protestant Augustinian
Monastery 
아우구스틴 수도원

Augustinerstrasse 10
교회, 전시장 및 콘그레스 센터로

이용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활동한 곳. 그는 1505-1511년

사이 여기에 수도사로서 살았음.

Petersberg Citadel
페터스베르크 성곽

중부 유럽의 유일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바로크 양식의 시 성곽.

Imperial Hall
에어푸르트 황제 홀

Futterstrasse
1715년에 대학교의 무도회장으로

건축된 오늘날 회의와 행사의 중심지.

1808년에 제후회의 장으로 나폴레옹도

참가함.

State Chancellery     
지사의 저택

Regierungsstrasse
정부 청사. 화려한 바로크와 르네샹스

양식의 건물. 1808년에 나폴레옹이

괴테를 만난 곳.

구 오페라

괴테의 집

* Goethe Route
괴테 가도

자세한 정보나 

홍보자료 등을 위해서 

다음의 파트너 기관이 

협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괴테 가도] 마케팅 협동체

Marketingpool „Goethestrasse“
c/o Thüringer Tourismus GmbH
Willy-Brandt-Platz 1
D-99084 Erfurt
Fon: +49 (0)361 3742230
Fax: +49 (0)361 3742299
info@goethestrasse.info
www.goethestrasse.info

[괴테 가도] 마케팅 협동체

German National Tourist Office
Tokyo
7-5-56 Akasaka, Minato-ku
Tokyo 107-0052
Japan
Fon:+81 (0)3 3586 0705-0380
Fax:+81 (0)3 3586 5079
info@d-z-t.com
www.germany-tourism.de 

[괴테 가도]를 따라서 여행하심에

환영합니다.

괴테 가도는 독일의 아주 인기 있는

관광루트의 하나이며 이 나라의 중심부에

아주 흥미 있는 7개 도시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가도는 유명한 인물들 즉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마르틴 루터, 리하르트 봐그너

들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 도시들은 건축물, 유네스코

세계유산지, 문화재, 성, 거성 또한

활기찬 전통으로 유명 합니다. 수 많은

문화 행사와 민속축제 들은 매년 수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쇼핑센터와 독특한 지방적인

상점 들에서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지리적 위치와 훌륭한 교통

연결로 괴테가도는 다양한 독일 여행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여행 코스입니다.

봐이마르의 괴테와 쉴러 동상

* Fulda
풀다

풀다 관광국

Tourismus- und 

Kongressmanagement Fulda

주소: Bonifatiusplatz

D-36037 Fulda

Fon: +49 (0)661-102-1814

Mail: tourismus@fulda.de

www.tourismus-fulda.de돔과 오란제리 포함된 궁성정원

시 청사

* Eisenach
아이세나흐

아이세나흐 관광국

Eisenach-Wartburgregion Touristik

GmbH

주소: Markt 9

D-99817 Eisenach

Fon: +49 (0)3691-79230

Mail: info@eisenach.info

www.eisenach.info바흐의 집

루터의 집

* Wartburg
봐르트부르크 성

봐르트부르크 성 재단

Wartburg-Stiftung

주소: Auf der Wartburg 1

D-99817 Eisenach

Fon: +49 (0)3691-2500

Mail: info@wartburg.de

www.wartburg.de

www.wartburghotel.de봐르트부르크 성

루터의 방

* Erfurt
에어푸르트

에어푸르트 관광국

Erfurt Tourismus & Marketing

GmbH

주소: Benediktsplatz 1

D-99084 Erfurt

Fon: +49 (0)361-6640240

Mail: pr@erfurt-tourismus.de

www.erfurt-tourismus.de마리엔 돔과 세베리 교회

키르히가쎄 (골목 이름)라이프찌히 매들러 파싸제의 쇼핑

대조적인 도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은 긴장된 대조 즉

전통과 현대, 무역과 문화, 산업성과

평안으로 각인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도시로 프랑크푸르트의 성격은 국제적인

메쎄와 훌륭한 문화생활 그리고 교통상의

편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괴테는 1749년에

여기서 태어났으며, 바울 교회는 독일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UNESCO 세계유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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