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트나 호라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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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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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NI
Havlíčkovo nám. 513
Tel.: +420 327 515 773
www.vlasskydvur.cz
KRÉTA
Prachňanská 88
Tel.: +420 603 874 745
www.hotelkreta.cz

20

19

카치나 성 I Zámek Kačina

19

보헤미아에서 가장 유명한 제국 양식의 건물인 카취나 성은
조경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쿠트나 호라에서 8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 이 성은 5가지 관람코스를 제공한다.
제 1코스: 성의 운영시설 및 마구간
제 2코스: 호텍 가문의 영지, 성 내부 인테리어
제 3코스: 호텍가문의 도서관, 극장 및 온실
제 4코스: 신비스러운 인물인 루돌프의 환영과의 투어 (6월부터
9월까지)
제 5코스: 벌들의 왕국, 역사적인 케이크 집, 할머니들의 유모차
전화: +420 327 571 170,
이메일: nzm.kacina@nzm.cz,www.nzm.cz/kacina/
개관일: 5월 – 9월: 월 - 일 9시-17시 (마지막 투어는 16시에 시작)
4월, 10월: 주말과 공휴일 9시-17시 (마지막 투어는 16시에 시작)
11월 – 3월: 요구에 따른 단체 예약만 가능

촤슬라브 I Čáslav

20

바로크 양식의 역병퇴치 탑, 바로크 양식의 분수대 그리고
바로크 양식의 시청사가 있는 광장이 시내의 중심에 있다.
이 도시의 상징은 원래 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성 바울과 베드로
성당이다. 시립박물관은 19세기 유적지 박람회를 제공한다.
도시 방어시설은 14세기의 오타까르(Otakar) 탑과 함께
보헤미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보존된 유적들 중 하나이다.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유대교 회당은 유명한 비엔나의 건축가
스티아스니 (Stiassny)가 설계한 무어양식의 벽면으로 장식되어
있다. 시 외곽에는 농업기술박물관이 있다.
전화: +420 327 300 265 – 안내 센터
전화: +420 327 312 207 – 시립 박물관,
이메일: info@meucaslav.cz, www.meucaslav.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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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레비 – 궁과체험용동물사육장
Žleby – zámek a ukázková ob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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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크 전망대 I Rozhledna Kaňk

23

26

말레쇼프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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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 Auersperg 대공에 의해 1849-1868년에 엘리자베스
르네상스 양식과 프랑스 고딕양식으로 개축하면서 현재의
로맨틱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궁은 현재 국립문화재관리국이
관리하고 있다. 3가지 관람코스를 통해 시대의상을 갖춘 독특한
궁정 극장, 전망대가 있는 탑 또는 완벽한 설비를 갖춘 궁정
요리실을 방문할 수 있다.
쥴레비 궁: 전화: +420 327 398 121,
이메일: zleby@npu.cz, www.zamek-zleby.cz
개관일: 4월: 토-일, 공휴일 9시-16시, 5월-6월: 화-일 9시-16시,
7월-8월: 화-일 9시-17시
9월: 화-일, 9시-16시, 10월: 토-일, 공휴일 9시-16시
4월과 10월 화-일 예약에 의한 단체관람 가능
궁정공원 외곽에 있는 소규모의 동물사육장은 방문객들에게
개방된다. 보헤미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조류 및 올빼미
외에도 멧돼지와 흰 사슴 떼를 볼 수 있다. 쥴레비는 쿠트나
호라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쥴레비 동물사육장: 전화: +420 774 268 224, 이메일: obora.
zleby@seznam.cz, www.oborazleby.cz

야고보마을에 있는 성 야고보성당-찌르끄비쩨
Kostel sv. Jakuba v obci Jakub – Církvice

22

성당은 쿠트나 호라에서 6km 떨어진 곳에 있고 사전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다. 이 성당은 12세기에 세워졌다. 이 성당에 관해
주목할 점은 남쪽 벽면에 위치한 조각장식들로 보헤미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조각이고 가장 오래된 체코
성인 조각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화: +420 737 338 158, www.sedlec.info

전망대는 거대한 돌 “키클로프스 석조”를 이용해 축성되었다.
높이는 30m 이다. 전망대 테라스에는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카페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갈 수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인근에는 백악기 시대의 해안 절벽과 깊게 패인
부분에는 구 광산의 함몰로 형성된 계곡과 제국의 기념물을 볼
수 있다.
전화: +420 725 998 989,
전화: info@havirskabouda.cz, www.havirskabouda.cz
개관일: 월 - 일 10시-18시

26

Tvrz Malešov I zřícenina hradu Sion

거대한 5층 거주용 탑을 갖춘 14기 초에 지어진 요새. 2002
년도부터 사유화되어 부정기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사전협의에 의해 요새를 둘러 볼 수 있다. 부근에 위치한
흐리스토비쩨 (Chlístovice) 마을의 숲에는 고딕 양식의 시온
(Sion) 성 유적이 남아있다.

보흐다네취마을에서의 휴식 – 보흐단까전망대
24

쿠트나 호라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472m의 고지로,17세기
후반에 쉬뽀르크 (Spork) 백작이 “벨베데르(Belvedere)”라고
불리던 예배당을 세웠다. 1834년, 벼락을 맞고 전소되었고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정상에는 입장 가능한 전망대가 있다.
전화: +420 327 515 322, +420 723 699 266, +420 607 269 657,
www.miskovice-kh.cz
개관일:
1월-4월 및 10월-12월: 단체관람만 가능 (예약 필수)
5월-6월 및 9월: 월 - 일 11시-17시 (날씨에 따라)
7월-8월: 화-일 11시-18시 (날씨에 따라)

I 시온성 유적

전화: +420 777 352 990, 이메일: tvrz@malesov.cz,
www.malesov.cz, www.obec-chlistovice.cz

브르흐비소까전망대와벨베데르예배당유적
Vrch Vysoká – rozhledna a zřícenina kaple Belv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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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hdaneč – Rozhledna Bohdanka

27

전망대는 원형 목재와 철재 연결쇠로 건축되었다.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이 유형의 탑은 체코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상부 전망대는 42m에 있다. (전체 높이
52.2m). 마을에는 증류주 제작소와 토산품 매장이 있다. 지역
호텔 아그네스 (Agnes)의 주변에는 널찍한 로프공원이 있다.
스포츠 낚시 또한 즐길 수 있다.
전화: +420 731 333 872, www.obecbohdanec.cz,
www.agnesprodukty.cz
개관일: 4월: 토-일, 공휴일 12시-16시
5월: 화-금 13시-18시, 토,일 공휴일 12시-19시, 5월 24일: 휴관
6월-8월: 화-일 10시-20시
9월: 화-금 15시-19시, 토,일 공휴일 10시-19시
10월: 토-일, 공휴일 12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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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루취 나드사자보우 I Zruč nad Sázavou

28

낭만적인 성은 1885년부터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즐길 수 있는
2가지 관람코스를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볼거리들과
교육 흔적이 있는 아름다운 성 공원의 30m 높이의 탑으로부터
전망대를 감상 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한다. 어린이들을 위해
양궁,토템 폴 등반 및 도끼 던지기와 같은 활동이 가득한 기사
밀로타 (Milota)의 해자를 방문해라. 꼬마 숙녀분들은 성의
다락방에서 인형들과 놀 수 있다. 콜로브라트 (Kolowrat)의
탑, 사자바 강의 이야기 및 독특한 보트 박물관에서는 양방향
전시가 모든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2km의 관광 코스 끝에
바브카 전망대를 올라가서 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전화: +420 327 531 329, 이메일: zamek@mesto-zruc.cz,
www.zamek-zruc.cz
개관일: 4월 및 10월: 토, 일, 공휴일 9시-11시30분, 12시30
분-17시
5월 – 9월: 토, 일, 공휴일 9시-11시30분, 12시30분-17시
11월 -3월: (큰 단체 관광객들만 방문 가능, 안내 센터에서의
사전 예약 필수)

타시쩨의 야보고 유리공장
Huť Jakub v Tasicích

29

쿠트나 호라에서 레데취 나드 사자보우 (Ledeč nad Sázavou)
방향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독특한 유리세공 야외
박물관.
전화: +420 564 566 165, +420 774 813 851,
이메일: sklarna.tasice@o2active.cz, www.sklarnatasice.cz
개관일: 4월 – 9월: 월-일, 10시-16시, 10월-3월: 월 – 휴관, 화-일
10시-15시

www.kutnahora.cz, www.destinace.kutnahora.cz
visitkutnahora
Kutná Hora
Photos: František Renza, MgA. Jiří Coubal, archiv Města Kutná Hora, archiv Města Zruč nad Sázavou

MĚDÍNEK
Palackého nám. 316
Tel.: +420 327 512 741
www.medinek.cz
OPAT
Husova 138
Tel.: +420 327 536 900
www.hotelopat.cz
U HRNČÍŘE
Barborská 24
Tel.: +420 327 512 113
www.hoteluhrncire.cz
U KATA
Uhelná 596
Tel.: +420 327 515 096
www.ukata.cz
U RŮŽE
Zámecká 52
Tel.: +420 327 314 692
www.ruzehotel.com
U VARHANÁŘE
Barborská 11
Tel.: +420 327 536 900
www.uvarhanare.cz
U VLAŠSKÉHO DVORA
28. října 511
Tel.: +420 327 514 618
www.vlasskydvur.cz
U ZVONU
Zvonařská 286
Tel.: +420 777 680 992
www.uzvonu.cz
ZLATÁ STOUPA
Tylova 426
Tel.: +420 327 511 540
www.zlatastoupa.cz

게스트 하우스
Apartmány Kutná Hora
Husova 18
Tel.: +420 775 100 070
www.ubytovanikh.cz
Apartmány Pod Barborou
Pod Barborou 33
Tel.: +420 606 415 167
www.apartmanypodbarborou.cz
ART KUTNÁ HORA
Táborská 94
Tel.: +420 607 092 430
www.kutnahora.nl

BARBORA
Kremnická 909
Tel.: +420 327 316 327
www.penzionbarbora.cz
BED & BREAKFAST
Kouřimská 28
Tel.: +420 733 301 507
www.bed-breakfast.cz
BENEŠOVA 6
Benešova 6
Tel.: +420 777 875 578
www.benesova6.cz
Café Havlíček
Havlíčkovo nám. 572
Tel.: +420 723 561 530
www.cafehavlicekpenzion.cz
DANA KARÁSKOVÁ
Kampánova 414
Tel.: +420 739 419 533
www.pension-kutnahora.cz
HAVÍŘSKÁ BOUDA
Sedlec 35
Tel.: +420 725 998 989
www.havirskabouda.cz
KAVÁRNA NA KOZÍM PLÁCKU
Dačického nám. 10
Tel.: +420 724 372 834
www.koziplacek.cz
KUTNA
Kaňkovská 654
Tel.: +420 723 017 974
www.penzion-kutna.com
OCTÁRNA
Štefánikova 52
Tel.: +420 605 250 255
www.octarna.com
PALACE KUTNÁ HORA
Šultysova 153
Tel.: +420 739 285 707
www.palacekutnahora.cz
PERMONÍK
Veselského 392
Tel.: +420 603 586 287
PRIFIS
Kremnická 319
Tel.: +420 607 616 710
RETRO
V Mišpulkách 121
Tel.: +420 777 888 799
www.penzionretro.cz
SEDLEC
K Nádraží 284
Tel.: +420 327 563 271
www.penzionsedlec.cz
ŠAFRÁN
Na Bylance 61
Tel.: +420 606 920 491
www.pensionsafran.cz
U BABKY BYLINKÁŘKY
Zahradní 531
Tel.: +420 702 279 992
www.babkabylinkarka.cz

민박
ELIM
Havlíčkovo nám. 548
Tel.: +420 602 872 475
HARLEY KLUB
Chrpová 903
Tel.: +420 606 746 546
www.privatharleyklub.com
CHATA VRCHLICE
K Lánům 116
Tel.: +420 777 772 349
www.chata-kutna-hora.cz
KOTVALOVÁ
Husitská 480
Tel.: +420 773 545 904
www.ubytovani-kutnahora.cz

캠프장
AUTOCAMP TRANSIT
K Malínskému mostu 35
Tel.: +420 606 232 533
www.autocamp-kutnahora.eu
AUTOCAMP SANTA BARBARA
Tyršova 988
Tel.: +420 606 959 219

쿠트나 호라
주변의 숙박시설
호텔
HOTEL AGNES
Bohdaneč 167
Tel.: +420 731 644 162
www.agneshotel.cz
HOTEL SVATÝ HUBERT
Zbraslavice 169
Tel.: +420 327 314 706
www.hotel-hubert.cz

게스트 하우스 및 캠프장
PENZION ARBORETUM
Přítoky 76, Kutná Hora
Tel.: +420 603 221 554
www.pension-arboretum.cz
PENZION STATEK BYLANY
Bylany 17, Kutná Hora
Tel.: +420 775 268 646
www.statekbylany.cz

쿠트나 호라및 인근 지역

PENZION HETLÍN
Hetlín, Černíny
Tel.: +420 603 521 615
www.pension-hetlin.cz
PENZION POD ZÁMKEM
Ul. 1. máje 97, Zruč nad Sázavou
Tel.: +420 327 314 143
www.penzion-podzamkem.cz
AUTOKEMP MALEŠOV
Malešov
Tel.: +420 607 218 796
www.autokemp-malesov.cz

U ONDŘEJE
Štefánikova 253
Tel.: +420 606 036 088
www.penzionuondreje.wz.cz

V roce 2018 vydala firma Adjust Art. Tel.: 251 626 019, e-mail: info@adjustart.cz, www.adjustart.cz © ADJUST ART, spol. s r. o.

쿠트나 호라 및 인근 지역
관광안내소
쿠트나 호라 도시
Sankturinovský dům
Palackého náměstí 377
284 01 Kutná Hora
전화/팩스: (+420) 327 512 378
전화: (+420) 731 801 004
이메일: infocentrum@kutnahora.cz
www.kutnahora.cz, www.destinace.kutnahora.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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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트나호라지역 I Kutná Hora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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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트나 호라와 인근 지역의 역사는 은광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처음에는 광산촌으로 설립되었으며, 13세기 후반에는 프라하에
버금가는 부촌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1961년부터 쿠트나 호라는
국가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1995년부터 중부 보헤미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UNESCO)에 등재된 도시가 되었다.

유네스코 세들레츠의 성모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 대성당과 구 시토회수도원

Katedrála Nanebevzetí Panny Marie a sv. Jana
Křtitele v Sedlci a bývalý cisterciácký klášter 2
최초의 시토회 수도원은 1142년 세들레츠 지역에서 건립되었다.
수도회 교회는 1282-1320년에 갤러리와 환형 예배당을 갖춘
대성당으로 건축되었다. 하지만 후스전쟁 당시 소실되었고,17
세기말 18세기 초에 체코 바로크의 뛰어난 거장 얀 블라줴이
산테니(J.B. Santini)에 의해 재건축 되었다. 이곳에는 페뜨르
브란들 (Petr Brandl)의 작품인 귀한 제단화가 소장되어있다.
전화: +420 326 551 049 안내센터,
이메일: info@sedlec.info, www.sedlec.info
개관일: 4월 – 10월: 9시-17시, 일요일 11시-17시,
11월-3월: 10시-16시,
일요일 11시-16시
구 시토회 수도원의 건물은 현재 필립 모리스 체코㈜에 의해
관리된다. 시토회 수도원의 구내식당과 대수도원 예배당 관람은
예약이 필수이다.
전화: +420 327 509 111, +420 327 509 126, www.philipmorris.cz

해골성당 I Kost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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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이탈리안 궁정 I Vlašský dvůr

3

6

6

14세기 말 묘지 예배당은 바로크 양식으로 얀 블라줴이 산티니
(Jan B. Santini)에 의해 개축되었다. 대부분 인체 유골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1511년 반 장님인 수도자에 의해 피라미드로
조성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성배, 성체안치기, 거대한
샹들리에 및 슈바르젠베르크 가문의 문장이 있다. 여기에는 약 6
만 명의 유골이 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헤미안 왕들의 임시거처 및 쿠트나 호라의 왕립 조폐소. “왕궁”
및 시대 의상을 입은 화폐 주조자가 동전 주조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왕립 조폐소”를 1년 360일 전시한다. 쿠트나 호라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공개하는 박물관 및 쿠트나 호라의 전설과
유령에 관한 박물관도 있다.
쿠트나 호라 관광 – 예약: +420 736 485 409

전화: +420 326 551 049 (infocentrum),
이메일: info@sedlec.info, www.sedlec.info
개관일: 3월 및 10월: 9시-17시, 4월-9월: 8시-18시, 일요일 9시-18
시, 11월-2월: 9시-16시

전화: +420 327 512 873, +420 736 485 407,
이메일: vlasskydvur@pskh.cz
www.pruvodcikutnahora.cz, www.guideskutnahora.com,
www.muzeumb.cz
개관일: 3월 및 10월: 10시-17시, 4월-9월: 9시-18시, 11월-2월:
10시-16시

광장의 성모교회 I Kostel Matky Boží Na Náměti

4

이 교회는 14세기 상반기에 건축되었고 원래 묘지교회로
사용되었다. 유명한 바로크 화가 페뜨르 브란들 (Petr Brandl)이
이곳에 묻혀있다.
전화: +420 327 515 796, +420 775 363 938,
이메일: info@khfarnost.cz, www.khfarnost.cz
개관일: 7월-8월: 토-일 10시-12시30분, 13시-17시

틸의 생가 – 체코 은 박물관의 분관p. o.
Tylův dům

5

“황금 용마루집”으로 불렸던 요셉 카예딴 틸 (Josef Kajetán Tyl)의
생가는 고딕양식 기초에 바로크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제 1코스: “요솁 카예딴 틸” (J. K. Tyl)
제 2코스: “쿠트나 호라의 지하”
전화: +420 327 512 159, +420 733 420 366,
이메일: info@cms-kh.cz, www.cms-kh.cz
개관일: 4월 – 10월: 화-토 10시-16시

흐라덱 – 체코 은 박물관p. o.; 중세 은광산
Hrádek – sídlo Českého muzea stříbra, p. o.;
středověký důl 7

원래는 13세기의 요새가 도시 형태의 석조로 요새화된 궁궐로
개축되었다. 주요 관광코스들:
제 1코스: 은의 도시 – 은의 도시 건설 이후 16세기까지 – 역사,
지질학, 고고학, 화폐학.
제 2코스: 은의 길 – 중세 은광석 채굴 기술과 은광처리 기술 및
중세 은광산 방문.
전화: +420 327 512 159, +420 733 420 366,
이메일: info@cms-kh.cz,
reservations@cms-kh.cz, www.cms-kh.cz
월요일 제외 매일 개관: 4월, 10월: 9시-17시;
5월, 6월, 9월: 9시-18시
7월-8월: 10시-18시.; 11월: 10시-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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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예배당 I Kaple Božího těla

8

유네스코 성 바르보라 대성당

8

14세기와 15세기 사이에 원래 납골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고딕 양식의 지하시설. 또한, 절정기 고딕양식의 전체
건축물이 드물게 보전된 건축물.
전화: +420 327 515 796, +420 775 363 938,
이메일: info@khfarnost.cz, www.khfarnost.cz
개관일: 3월: 토-일 11시-16시, 4월: 매일 10시-17시, 5월-10월:
매일 9시-18시

성 야고보 교회 I Kostel sv. Jakuba

9

1333년과 1336년 사이에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쿠트나 호라의
최초 석조 교회이다.
이 교회는 도시의 종교적 중심지이고, 현재 지역교구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화: +420 327 515 796, +420 775 363 938, 이메일: info@
khfarnost.cz, www.khfarnost.cz
개관일: 6월 – 9월: 10시-12시30분, 13시-17시

다치츠키 생가 I Dačického dům

11

13

10

이 독특한 후기 고딕양식의 집은 지하실에서 다락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 헤슬로프 (Heslov)에서 태어난 유명한 보헤미안인
미쿨라쉬 다치츠키의 생가이다. 유네스코 관광지와 쿠트나
호라 마을에 관한 양방향 전시가 있다.
전화: +420 605 900 486, 이메일: info@dacickehodum.cz,
www.dacickehodum.cz
개관일: 4월 – 10월: 10시-18시, 9월-3월: 10시-17시

Chrám sv. Barbory

성 얀 네포무츠끼 성당

Kostel sv. Jana Nepomuckého

11

절정기 및 후기 고딕 건축양식의 독특한 작품으로, 페뜨르
파를레르 (Petr Parléř)의 공방에 의해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건축은 수 차례 중단되었고 거대한 성당은 500년 이상이
지난 1905년에 마침내 완공되었다. 몇몇 예배당에는 후기
고딕양식의 채굴을 소재로 한 벽화가 보전되었고, 가장 귀중한
것은 스미쉬코프(Smíšek) 예배당에서 찾을 수 있다.
전화: +420 327 515 796, +420 775 363 938,
이메일: info@khfarnost.cz, www.khfarnost.cz
개관일: 1월-2월: 10시-16시. 3월: 10시-17시
4월 – 10월: 9시-18시, 11월-12월: 10시-17시

예수회 대학 I Jezuitská kolej / GASK

15

14

흑사병 탑 I Morový sloup

14

쿠트나 호라에서 유일한 신성 바로크 건축물의 예로써
얀 네포무츠끼의 시성을 기념하기 위해 1734-1752년에
건축되었다. 성당의 장식은 체코지역 성인들을 기리는 즉
체코의 천국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전화: +420 327 314 958 126선,
이메일: spd@kutnahora.cz, www.kutnahora.cz
개관일: 4월 – 10월: 10시30분-16시30분, 11월-3월: 사전
협의시에만

석조 집 - 체코 은 박물관p. o. I Kamenný dům –
pobočka Českého muzea stříbra, p. o.

12

쿠트나 호라의 웅장한 예수회 대학의 건물에 기반을 둔 중부
보헤미안 지역의 갤러리 GASK는 20세기와 21세기 미술에
역점을 둔 주립기관이다. 대규모 재건축을 거친 이후, 갤러리는
완벽하게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예수회 대학건물이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 위치한 모던한 전시회 공간의 훌륭한
대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이고 비밀에 쌓인 쿠트나 호라의 관광코스와 갤러리를
연결하는 인접한 정원들은 조용하고 편안하며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전화: +420 725 377 433, 이메일: info@gask.cz, www.gask.cz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개관: 1월-12월: 10시-18시.

거울 미로 I Zrcadlové bludiště

석조 분수대 I Kamenná kašna

한 곳에서의 조명 효과를 갖춘 다양한 거울 미로.
전화: +420 773 942 845, 이메일: info@zrcadlovebludiste.cz,
www.zrcadlovebludiste.cz

후기 고딕양식의 분수는 1495년경 장인 브리치 (Briccí)에 의해
쿠트나 호라 수로의 일부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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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 집은 후기 고딕양식의 귀족 건축물의 독특한 예이다.
1660년도에 처음 석조라고 불러졌다.
제 1코스: “쿠트나 호라의 왕립 조폐소 도시 – 17-19세기의
도시민의 문화와 생활”
제 2코스: “보석공: 중세 쿠트라 호라의 석공예술”
전화: +420 327 512 159, +420 733 420 366,
이메일: info@cms-kh.cz, www.cms-kh.cz
월요일 제외 매일 개관:
4월, 10월: 9시-17시; 5월, 6월, 9월: 9시-18시, 7월, 8월: 10시-18
시.; 11월: 10시-16시

쿠트나 호라 초콜릿 박물관 및 초콜릿 제조
공장 I Muzeum čokolády & čokoládovna Kutná Hora
작은 사립 박물관인 쿠트나 호라 초콜릿 박물관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세계 최고의 공장 중 하나로 선정 되었던 Koukol
& Michera 초콜릿 공장의 역사를 기념하는 전시회의 모습을
띤 박물관이다.박물관에는 맛있는 초콜릿을 맛보고 살 수 있는
초콜릿 제조 공장도 있다.
전화: +420 603 184 037, 이메일: info@chocomuseum.cz,
www.chocomuseum.cz
개관일: 10시-12시. 13시-17시. (박물관 관람 후 구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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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회 조각가 프란시쉑 바우구트 (Frantisek Baugut)에 의해
1714-1716년에 지어졌다.

상크투리노프의 생가 I Sankturinovský dům

17

원래 고딕양식의 건물로써 13세기 말에 바로크 양식으로
재건축되었다. 이곳에서 안내센터, 연금술 박물관 그리고
펠릭시 예네봐인의 갤러리를 찾을 수 있다 (http://gfj.kh.cz).
전화: +420 327 512 378, +420 731 801 004,
이메일: infocentrum@kutnahora.cz,
www.destinace.kutnahora.cz
개관일: 10월-3월: 월-금 9시-17시, 토-일 10시-16시; 4월-9월:
월-일 9시-18시

블록 박물관과 LEGO 판매 매장
Muzeum kostek a obchod LEGO

이 박물관은 납골당 및 성 바르보라 대성당 모델을 비롯하여
1000개 이상의 독특한 레고모델을 제공한다.
전화: +420 608 779 966,
개장시간: www.muzeumlega.cz

성 보르쉴라 수도회 수도원/쿠트나 호라 와인
양조장 I Klášter řádu sv. Voršily / Vinné sklepy

Kutná 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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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 건축가 킬리안 이그나쩨 딘젠호퍼(Kilian Ignaz
Dientzenhofer)의 설계에 따라 1738-1743년도에 건축되었다.
쿠트나 호라 지역의 와인 생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가족 경영
기업.
전화: +420 736 536 489, www.vinokutnahora.c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