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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라인계곡 지역 세일즈 가이드

Sales Guide

유럽 3개국을 따라 펼쳐지는 북부 라인계곡(Upper Rhine Valley)
라인 계곡을 따라 펼쳐지는 세 가지 문화와 세 가지 향기

하나의 계곡에서 만나는 세 나라의 풍경
서부 유럽 한 가운데 위치한 북부 라인 계곡(Upper Rhine Valley)은 스위스와 독일, 프랑스를 따라 펼쳐지며 국경 지대의 흥미로운 풍경과
문화를 선사합니다. 1,200km에 이르는 라인(Rhine) 강은 스위스에서 시작하여 네덜란드까지 유유히 흘러갑니다. 북부 라인 계곡 지역에는 스
위스의 바젤(Basel), 독일의 블랙 포레스트(Black Forest)와 남부 팔라티나테(South Palatinate), 프랑스의 알자스(Alsace)가 포함됩니다. 세 나
라를 아우르고 있어 유럽을 대표하는 풍경과 문화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으며, 교통편 역시 탁월합니다.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비슷한 모습과
각 나라만의 고유한 모습을 찾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스포츠와 축제, 문화와 전통, 건축과 자연, 미식과 와인,
스파와 휴양 등 연중 다양한 체험거리로 가득합니다.

도시별 기차 소요시간
카를스루에(Karlsruhe) /
바덴 바덴(Baden Baden)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란다우(Landau) /
게르머샤임(Germersheim)

프라이부르크(Freiburg) /
꼴마르(Colmar)

바젤(Basel) /
뮐루즈(Mulhouse)

암스테르담(Amsterdam)

4hr 55min (551km)

6hr 03min (601km)

5hr 35min (517km)

5hr 55min (683km)

6hr 43min (730km)

파리(Paris)

3hr 34min (530km)

2hr 17min (487km)

3hr 36min (494km)

3hr 35min (558km)

3hr 35min (537km)
4hr 53min (380km)

리옹(Lyon)

5hr 49min (536km)

4hr 41min (492km)

6hr 25min (592km)

6hr 07min (419km)

마르세이유(Marseille)

7hr 45min (848km)

6hr 18min (804km)

8hr 11min (903km)

7hr 58min (731km)

6hr 44min (692km)

베를린(Berlin)

4hr 49min (673km)

6hr 30min (758km)

5hr 49min (674km)

6hr 15min (807km)

7hr 07min (853km)

뮌헨(München)

2hr 59min (286km)

3hr 47min (365km)

3hr 53min (321km)

4hr 17min (414km)

5hr 01min (393km)

취리히(Zürich)

2hr 52min (251km)

2hr 09min (221km)

3hr 37min (306km)

1hr 47min (152km)

0hr 53min (84km)

밀라노(Milan)

6hr 27min (506km)

6hr 24min (476km)

7hr 09min (561km)

5hr 35min (402km)

4hr 10min (339km)
© OT Colmar/G. Würth, © KMK

문화, 예술, 건축이 한 자리에, 스위스 라인 계곡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들의 현대적인 건축물과 중세 도시의 풍경이 함께 공존하는 바젤은
연중 펼쳐지는 축제와 수준 높은 전시로 가득하다.

문화와 예술 Art & Culture
바이엘러 재단(Fondation Beyeler)_ 세잔느, 반고흐,
클레, 마티스, 미로, 워홀, 로트코 등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www.fondationbeyeler.ch
샤우라거(Schaulager)_ 작품의 보존과 전시를 한꺼
번에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미술관 겸 작품 창
고로, 4월부터 10월까지만 일반에 특별 공개된다.
www.schaulager.com
바젤 시립미술관(Kunstmuseum Basel)_ 세계에서 가
장 오래된 공공 미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홀바인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기도 하다.

미식여행 Wine & Dine

문화와 예술 Art & Culture

자연과 휴양 Nature & Leisure

바덴-바덴(Baden-Baden)의 페스트슈필하우스(Festspielhaus)_ 유럽에서
두번째로 큰 오페라 및 콘서트홀로, 연중 수준급 공연과 발레를 감상할 수 있다.

www.lestroisrois.com
토이펠호프 벨 에따쥬(Teufelhof Bel Etage)_ 토이펠호프 호텔 내의 벨 에따쥬

www.festspielhaus.de

블랙 포레스트(Black Forest)_ 깊은 숲과 푸른 산은 신비한 빙하 호수와 낭만
적인 계곡의 풍경을 보여준다. 유로파 파크 루스트(Europa-Park Rust)는 세계적
인 놀이공원이다. www.europapark.de

는 미쉘린 스타 1점과 고미요 16점을 받은 미식 레스토랑으로, 우아한 정찬을 즐길
수 있다. www.teufelhof.com
바젤란트 와인과 미식(Baselland – Wine and Gastromy)_ 바젤란트 지역은
고급 미식 레스토랑과 훌륭한 와인을 곳곳에서 맛 볼 수 있는 곳으로, 포도밭을 거닐
며 근처 향토식당에서 맛깔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www.baselland-tourismus.ch

자연과 휴양 Nature & Leisure
비아유라(ViaJura)_ 바젤부터 들레몽(Delémont)을 거쳐 비엘(Biel)까지 이어지는
하이킹로로, 비르스(Birs) 계곡과 쉬스(Schüss) 계곡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www.viajura.ch
라인파드(Rheinpfad), 카이저아욱스트-바젤(Kaiseraugst-Basel)_ 라인강

제카엠 카를스루에(ZKM Karlsruhe)_ 세계적인 규모의 미디어 아트 및 페인팅,
조각, 사진 전을 감상할 수 있다. www.zkm.de
트리펠스 성(Trifels Castle)_ 안바일러(Annweiler) 마을 꼭대기에 웅장하게 자리
한 성으로, 1193년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 왕이 수감되었던 곳이라 전해진다.

도시와 건축 Cities & Architecture
블랙 포레스트(Black Forest)의 가옥_ 낮게 덮힌 지붕이 인상적인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다 www.vogtsbauernhof.org
바덴-바덴(Baden-Baden)의 리흐텐탈러 알레(Lichtentaler Allee)_ 아름다
운 공원과 정원을 따라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수도원 등이 펼쳐져 문화 및 예술기행
을 즐길 수 있다. www.baden-baden.com

도시와 건축 Cities & Architecture

리슈탈(Liestal) 마을_ 정겹고 아기자기한 리슈탈 마을은 거닐기 좋다. 새로 단장
한 BL 박물관에서는 이 지역 문화를 흥미롭게 소개한다. www.liestal.ch
아우구스타 라우리카(Augusta Raurica), 카이저아욱스트(Kaiseraugst)_
로마시대의 마을답게 마을 곳곳에 유적지가 남아 있으며, 로마 박물관에서 더 자세
한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www.augustaraurica.ch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서는 도시의 세련됨을, 블랙 포레스트(Black Forest)에서는 자연의 온화함을,
바덴-바덴(Baden-Baden)에서는 스파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슈발 블랑(Cheval Blanc)_ 미쉘린 스타 2점과 고미요 17점을 받은 미식 레스토
랑으로, 프랑스 오뜨 퀴진을 선보인다. 안목있게 선별된 와인 리스트도 훌륭하다.

www.kumstmuseumbasel.ch

바젤 구시가(Altstadt)_ 바젤 구시가지는 잘 보존된 15세기 건축물과 함께 현
대 스타 건축가들의 작업이 한데 어우러져 흥미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구시가지
의 극장 앞에는 팅겔리(Tinguely)가 만든 기계식 분수가 장난스럽게 물을 뿜어낸
다. www.basel.com

도시, 자연, 웰빙이 한 자리에, 독일 라인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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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 및 건축, 카를스루에(Karlsruhe)_ 바로크 양식의 광장을 중심으로 태
양광선같은 길과 거리가 펼쳐진다. 카를 빌헬름(Karl Wilhelm) 후작이 계획한 완벽한
궁전 도시를 보여준다. www.karlsruhe-tourism.de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성당_ 중세 석공예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대성
당은 아름다운 구시가지와 거리로 둘러쌓여 있다. www.freiburg.de

카를스루에(Karlsruhe)의 식물원과 궁정 정원_ 궁정 정원의 디자인은 1967
년 연방 정원 쇼의 토대가 되었으며, 1790년 바로크 정원이 영국식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재탄생하였다. www.karlsruhe-tourism.de
라인강 유람선_ 게르머스하임(Germersheim) 근처의 초록 들판을 따라가는 유
람선 여정은 독특한 풍경을 선사한다. www.suedpfalz-tourismus.de

전통과 축제 Tradition & Events
카니발_ 블랙 포레스트의 중요한 행사로 1월 6일에 화려한 카니발이 시작되어
재의 수요일까지 계속된다. www.blackforest-tourism.com/kultur_erlebnis
바덴-바덴의 국제 빈티지 카 미팅_ 매년 7월 중순이면 앙증맞은 클래식카부터
웅장한 리무진까지 바덴 바덴의 쿠르하우스(Kurhaus) 앞에 모여 지난 날의 향수
를 자극한다. www.baden-baden.com
프라이부르크(Frieburg) 와인 축제 및 크리스마스 마켓_ 대성당 광장에서 펼
쳐지는 7월의 와인 페스티벌에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400종 이상의 와인을 맛
볼 수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로맨틱한 장터가 펼쳐진다. www.freiburg.de

미식여행 Wine & Dine
블랙 포레스트(Black Forest)의 숨은 맛집들_ 미쉘린과 고미요의 인정을 받
은 스타 쉐프들과 400여명의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수준급 레스토랑과 호텔이 가
득한데, 특히 트라우베 톤바흐(Traube Tonbach)와 바라이스(Barreis)가 유명하
다. www.blackforest-tourism.com/essen_trinken
바덴-바덴(Baden-Baden)의 미식 코스_ 스타급 레스토랑 외에도 작고 안락
한 향토 식당에서 맛깔난 음식과 함께 레브란트(Rebland) 산 리슬링 와인을 맛 보
기 좋다. www.baden-baden.com

을 따라 수많은 야생화가 피어나고 작은 동물과 물고기가 번식한다. 물가의 산책로를

프라이부르크(Freiburg) 와인_ 슐로스베르그(Schlossberg) 경사지에서는 근
사한 전망과 함께 와인을 즐길 수 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여인숙, 로터 배렌

따라 거닐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www.rheinpfad.ch

(Roter Bären)의 식당에서 향토요리를 즐겨도 좋다. www.freiburg.de

전통과 축제 Tradition & Events

독일 와인 루트_ 남부 팔라티나테(Palatinate) 지역은 낭만적인 마을과 와인루트
가 펼쳐진 곳으로, 팰처발트(Pfälzerwald) 와인 경작지가 유명하다.

바젤 카니발(Fasnacht)_ 재의 수요일 후 월요일, 정확히 새벽 4시부터 3일간 카니
발이 펼쳐진다. 피리와 북소리가 도시를 가득 메운다. www.fasnachts-comite.ch
크리스마스 마켓(Christmas Market)_ 11월말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바젤 구시
가지에는 140여개의 간이 숍이 들어선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향긋한 글뤼바인
(Glüwein)이 낭만적이다. www.basel.com

www.suedlicheweinstrass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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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예술, 미식이 한 자리에, 프랑스 라인 계곡
프랑스의 낭만적인 전통 가옥과 풍미 깊은 와인이 있어 더욱 특별한 북부 라인 계곡은 자연
과 함께 미식 여행을 즐기거나, 정취있는 마을을 돌아 보는 여행에 나서기 좋다.

나라별 특산품

문화와 예술 Art & Culture

자연과 휴양 Nature & Leisure

뮐루즈(Mulhouse)의 박물관 _ 2009년부터 뮐루즈는 “예술과 역사의 도시”로
분류되고 있다. 뮐루즈에 있는 7개의 박물관은 과학, 기술, 문화에 대해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www.ot.ville-mulhouse.fr

알자스의 자연_ 발롱 데 보쥬(Ballons des Vosges)와 북부 보주 지역 자연 공원
에서는 16,500km의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을 즐기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
정된 습지를 관찰할 수 있다. 쁘띠뜨 까마르그(Petite Camargue), 에르뗑(Er-

꼴마르(Colmar)의 운터린덴(Unterlinden) 박물관_ ‘이젠하임 제대화’를 소장
하고 있는 곳으로, 조각, 페인팅, 부조 등 중세와 르네상스의 작품이 잘 보존되어
있다. www.musee-unterlinden.com

stein)의 린랑(Rhineland) 숲, 리노(Rhinau) 섬에는 자연 보호 지역이 펼쳐진다. 알
하다. 그 밖에도 승마, 자전거, 썰매 등 자연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스위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의 박물관_ 스트라스부르의 열개의 박물관에서는
고대부터 현대 예술까지, 동물학부터 전통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있다. www.tourisme-alsace.com

고급 시계, 쥐라(Jura) 지역_ 쥐라 지역에는 수 세대에 걸쳐 고
급 시계 생산을 전수하고 있는 공방이 많다. 정교하고 품격있는
‘스위스 시계’의 진수를 보여준다. www.montres-de-luxe.com

자스의 정원 양식은 낭만적이고 시적이며,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것으로 유명

www.musees-strasbourg.eu

전통과 축제 Tradition & Events

도시와 건축 Cities & Architecture

크리스마스 마켓_ 대림절이 오면 알자스 지역은 120개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펼
쳐지며 연중 가장 로맨틱한 풍경을 선사한다. http://noel.tourisme-alsace.com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_ 유네스코 문화재로 선정된 도시답게 다채로운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딕양식의 정수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위엄있다.
www.otstrasbourg.fr

www.tourisme-mulhouse.com/en/mulhouseautomobile-festival.html

꼴마르(Colmar)_ 알자스 와인 생산지의 대표 도시로, 운하를 따라 펼쳐지는 전
통가옥은 전형적인 알자스의 풍경을 보여준다. www.ot-colmar.fr

와인 페스티벌_ 와인을 생산하는 마을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축제 분위기가
이어진다. www.alsace-wine-route.com

뮐루즈(Mulhouse)_ 산업 도시의 선두주자답게 산업 시대의 유물을 세심하게
소개하는 박물관이 있다. www.tourisme-mulhouse.com

에꼬뮈제 달자스(Écomusée d’Alsace) 야외 박물관_ 70채가 넘는 전통 가
옥을 비롯하여 19, 20세기의 알자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오쾨닝스부르(Haut-Koenigsbourg) 성 _ 이 지역에 모여 있는 400개가 넘는
봉건시대의 성 유적 중 오쾨닝스부르 성은 가장 완벽하게 복원이 된 성이다.

www.tourisme-alsace.com/en/leisure-parks

www.haut-koenigsbourg.fr/en

카를스루에(Karlsruhe) 맥주 세미나_ 맥주의 세계에 대한 흥
미진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양조장에서 시음을 할 수도 있
다. www.karlsruhe-tourism.de

자동차 페스티벌(Automobile Festival)_ 매년 7월, 뮐루즈(Mulhouse)에는

벵거(Wenger) SA, 들레몽(Delémont)_ 유명한 스위스 아미
나이프 외에도 주방칼, 시계 등을 만들고 있다.

팔 라 티 네 (Palatine)의 자 우 마 겐 (Saumagen)과 리 슬 링
(Riesling)_ 돼지고기, 감자, 야채로 요리한 자우마겐과 독일 와
인의 왕이라 불리는 리슬링의 조화가 완벽하다.

이례적인 자동차의 행렬이 이어진다. 다양한 쇼와 퍼레이드를 즐길 수 있다.

www.wenger.ch

www.suedpfalz-tourismus.de

미식여행 Wine & Dine
알자스(Alsace) 와인루트_ 수백개의 마을을 따라 펼쳐지는 170km의 와인루
트에서는 자부심 가득한 와인 생산자들의 와인 창고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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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라인 계곡은 독특하고 견고한 특산품이 다채롭다. 장인의 손길을 거쳐 정성스
럽게 제작된 제품은 훌륭한 기념품이 되어준다.

개의 미쉘린 스타 레스토랑과 알자스 향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와인루트
를 더욱 맛깔나게 만들어준다. www.alsace-wine-route.com
농장 숙박_ 보주(Vosges) 산맥 주변의 19세기 농장에서는 숙박을 하면서 농장
에서 만들어낸 유기농 식사를 즐길 수 있다. www.alsace-wine-route.com

리콜라(Ricola), 라우펜(Laufen)_ 꿀, 헤이즐넛, 체리주와 향
신료를 넣어 만든 바젤 전통 과자다. www.laeckerli-huus.ch

프랑스

Wilhelm) 후작이 계획한 완벽한 궁전 도시를 보여준다.

주펠른하임(Soufflenheim)과 주펠바이어스하임(Souffelweyersheim)의 도자기 _ 베쉬도르프(Betschdorf) 마을은 1717년
부터 이어져오는 전통 방식으로 굽는 도자기로 유명하다. 주펠른
하임 마을은 르네상스 시대의 전통을 따라 도자기를 굽는다.

www.karlsruhe-tourism.de

www.tourisme-alsace.com/en/alsaceregional-identity

떼뜨 드 무안(Tête de Moine), 상띠미에(St. Imier)/벨레이
(Bellelay)/상녤레지에(Saingnelégier)_ 표면을 얇게 깎아 꽃
잎 모양을 내어 먹는 특산품 치즈로,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을 고
수하여 생산된다. www.tetedemoine.ch

보빌레(Beauvillé)_ 루이 8세부터 전해저오는 날염 방식으로
만든 독특한 컬렉션의 테이블보를 선보인다.

래컬리(Läckerli), 바젤(Basel-Stadt)_ 바로크 양식의 광장을
중심으로 태양광선같은 길과 거리가 펼쳐진다. 카를 빌헬름(Karl

까미유 블로흐(Camille Bloch), 꾸르뜰라리(Courtelary)_
스위스를 대표하는 초컬릿 업체로, 공장 견학도 가능하다.

www.beauville.com

크리스탈러리 라리끄(Cristallerie Larique)_ 아르누보와 아
르데코 양식을 선도했던 르네 라리끄(René Larique)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www.musee-lalique.com

www.camillebloch.ch

뮝스테르(Munster) 치즈 _ 알자스 전통 치즈로, 오렌지 빛 껍
질에 부드러운 속살이 감칠나다.

독일
블랙 포레스트(Black Forest)의 전통 공예_ 덧신, 오두막, 케
잌, 모자, 뻐꾸기 시계 등 다채로운 공예품이 있다.
www.blackforest-tourism.com/kultur_erlebnis

www.la-vallee-de-munster.com/en/lefromage-de-munster.htm

알자스 푸와그라(Foie Gras)_ 알자스 미식 메뉴에 빠지지 않
는 푸와그라는 알자스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www.tourisme-alsace.com/en/gastronomy

블랙 포레스트의 박물관_ 독일 시계 박물관인 푸르트방엔
(Furtwangen), 2000년의 유리 세공 역사를 보여주는 도로텐휘
테(Dorotheenhütte), 북부 알프스 최대의 로마 스파 유적지를 보
여주는 바덴바일러(Badenweiler)가 흥미롭다.

뺑 데피스(Pain d’épices)와 알자스 과일잼 _ 알자스 전통 디
저트인 뺑 데피스는 생강향이 일품이다. 신선한 과일로 만든
잼도 알자스를 대표하는 특산품이다.

www.blackforest-tourism.comkultur_erlebnis

www.tourism-alsace.com

카지노 바덴-바덴(Baden-Baden)_ 프랑스 궁전 양식으로 지
어진 카지노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손꼽힌다.
www.baden-baden.com

카를스루에(Karlsruhe) 마욜리카(Majolika) 공방_ 전통적인
도자기, 마욜리카의 수공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www.karlsruhe-tourism.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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