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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은 단지 지방자치 단체의 허
가를 받아야 허용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특
히 호수에 쓰레기 투척 금지!

공공 건물만 출입해 주시고 개인공간을 존
중해 주시고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 



Dachsteinsport Ja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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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43 (0) 6134 / 8298
www.dachsteinsport.at

전화  +43 (0) 6134 / 8228
offi ce@hallstattschifffahrt.at
www.hallstattschiffahrt.at

전화  +43 (0) 6134 / 8279
www.kath.hallstatt.net/gr-gott/

전화  +43 (0) 6134 / 8254
www.evangelisch-hallstatt-obertraun.at

전화  +43 (0) 6134 / 8279

Tourismusbüro Hallstatt 
전화  +43 5 950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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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43 (0) 6132 / 200-2400
www.salzwelte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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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43 (0) 6134 / 8280-15

9

Tourismusbüro Hallstatt 
전화  +43 5 950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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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43 5 95095-30

Tourismusbüro Hallst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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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th.hallstatt.net/gr-gott/

할슈타트의 흥미로운 역사를 혼자 탐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오디오 가이드가 여러분에게 그 기
회를 제공해드립니다. 다양한 방송국을 통해 - 세계 문
화 유산 마을을 안내해드리는 - 할슈타트 시민들, 사학
자들, 선장들, 고고학자들 및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설명
해 주는 할슈타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시
게 될 것입니다
오디오 가이드는 할슈타트 관광 안내소에서 영어와 독
일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정보는 관
광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dachstein-salzkammergut.at

고고학 발굴

납골당

갈보리 언덕 교회

카톨릭 교구 교회 할슈타트

소금 세계

발드바흐스트럽 폭포

세계 문화 유산 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프로테스탄트교회

할슈타트호 운송

역사적인 시장 광장

세계 문화 유산 투어

Turnery Janu

발견된 것들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역사적 시대에서 나왔습니다. 상점 지하실의 발
굴물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할슈타트의 납골당은 서기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
다. 이 납골당에는 1,200개의 두개골이 있습니다. 이 
두개골들 중 610개는 채색되어 있으며, 가문에 따라 
분류되어 있고 사망일과 함께 제공되어 있습니다.
묘지의 크기가 작아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대개 수용 후 10-15년이 지나 개방되고 
뼈가 제거되었습니다. 두개골은 깨끗이 닦아 표백되
고 채색되었습니다. 최신 두개골은 1995년 납골당으
로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화장이 인기를 얻고 있어서, 무덤에서 뼈를 제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슈타트의 갈보리 언덕 교회는 18세기 후반에 후기 
바로크 스타일로 지어졌습니다. 대개 십자가의 길은 
여러 개의 작은 예배당 또는 기도처로 그리스도의 고
통을 묘사하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종종 갈보리 언덕 교회는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할슈타트의 Kalvarienberg는 오버트라운쪽 주요 도
로 위,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곳은 
Lahnstraße에서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의 5번째 기도
처입니다.

카톨릭 교회 할슈타트는 로마 요새의 유적에 세워졌습
니다.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탑은 여전
히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311년 할슈타트는 시
장을 열 수 있는 특권을 획득하였으며, 1320년에는 확
장된 제 2 로마 교회가 축성됩니다.

1939년 이래로, 교구민, 친구 및 방문객들은 이를 마음
에 들어 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왼쪽에 네오 고딕 양
식의 예수 수난상 제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후기 고딕 
양식의 날개 제단이 있습니다.

할슈타트의 소금 세계에서는 7000년 역사의 소금 광산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 기차
를 타면 할슈타트의 높은 계곡에 갈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세계문화유산전망(World Heritage View)“ 전
망대에서 소금 마을과 주변 산들의 웅대한 경치를 감
상할 수 있습니다.
 묘지는 - 주제별 경로를 통해 소금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 고고학 및 소금 광산업의 역사에 대한 통찰
력을 제공합니다. 소금 세계는 4월부터 11월까지 개
방되며, 잘츠부르크 철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개방
됩니다.

할슈타트의 P2에서 할슈타트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에
체른 계곡(Echerntal)까지 곧장 갈 수 있는 산책로가 있
습니다. 이 길은 숲속 개울을 따라서 뻗어 있으며, 길 
위에 Simony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 기념물은 다흐슈타인 탐험가 Friedrich Simony 박
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슐라이어 폭포(Schlei-
erfälle)로 가는 길에, 루체른 빙하공원도 지나가게 됩
니다. 여기에서 빙하시대부터 이어져 온 침식된 석조
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체른 계곡(Echerntal)의 끝에서는 50m 높이의 슐라이
어 폭포(Schleier Fall)를 볼 수 있습니다.
왕복 도보 시간: 약 2시간

세계 문화 유산 마을 할슈타트의 석기시대부터 현재까
지의 역사는 다양한 기도처를 통해 보여집니다.
쌍방향 박물관은 흥미로운 방법으로 어린이 및 어른들
을 즐겁게 해줍니다.
개방 시간: 
1월~3월, 11월 및 12월:
수요일-일요일 오전 11:00-오후 3.00: 
4월: 월요일-일요일 오전10:00-오후4.00;
5월-9월 월요일-일요일 오전10:00-오후6.00;
10월 오전10:00-오후4:00

16세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가르침이 Inneres 
Salzkammergut에서 번창하였습니다.
반종교 개혁 후, 요제프 2세 황제의 "종교 관용 칙령
(Toleranzpatent)“ (1781)을 통해 개신교가 종교로 허용
되었습니다.
할슈타트 프로테스탄트교회는 1785년 10월 30일에 교
회로서 지어졌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의 칙령
으로 모든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 완전한 거주 권리와 
성직자 및 정치적 생활에서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었
습니다. 1863년 10월, 5년에 걸친 건설 단계 후, 새로
운 예배 장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증기선의 도입 이전에, 할슈타트는 물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은 이른바 Salzmutzen을 이용해 할슈
타트에서 트라운강 하류로 운송되었습니다.
1880년 할슈타트에서 오버트라운까지의 철도가 건설
되었으며 전통적인 소금 운송은 중단되었습니다. 할슈
타트에서의 여객 운송도 186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해운 업계는 방문객들이 호수에서 마을을 감탄하
며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기차역까지 
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합의에 의해 단체
로 왕복 여행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광장의 설립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
장광장의 오른쪽에는 개인 주거지만 있습니다. 시장광
장의 왼쪽에 있는 주택은 전부 할슈타트 당국이 소유
하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 있는 성삼위일체 석주는 할슈타트 출신의 
소금 상인 두 명이 기증하였습니다.
성삼위일체 석주라고도 하는 흑사병 석주는 흑사병 
시대를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기념비이거나, 흑
사병이 끝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기증되
었습니다.

세계 문화 유산 마을 할슈타트를 탐험해 보세요. 현지
지식이 풍부한 저희 가이드가 여러분과 함께 좁은 거
리와 숨겨진 명소를 둘러보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
려드립니다.
투어: 여름철 내내 월요일~토요일 오후 5시. 출발 장
소: 할슈타트 관광 안내소. 다흐슈타인 잘츠카머구트 
휴가 지역의 방문객 카드를 소지한 방문객은 무료로 
투어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 시 단체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가 딸린 투어 이용 가능.
여러분을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참고: 월요일 및 토요일의 가이드가 딸린 투어는 전부 
영어와 독일어로 진행됩니다.

시장 광장 방향으로 50m 거리에 Johannes Janu’s 
turnery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공예품이 생산되며, 소나무 냄새에 이끌
려 머무르다 다흐슈타인 잘츠카머구트 지역의 자체
증류 주류들 중 하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분수식 식수대
선반공장 모퉁이에는 분수식 식수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