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의 벨베데레 기본형 
18.30시 입장 및 아페리티프 (스파클링 와인, 탄산수, 오렌지주스)
19시 전시회 안내 개시 (그룹당 최대 20인)
20시 안내 종료
20인 기준 한 그룹당 1350유로; 두 번째 그룹부터는 그룹당 800유로

밤의 벨베데레 클래식 
18.30시 입장 및 아페리티프 (스파클링 와인, 탄산수, 오렌지주스) 및 카나페 (일 인당 4쪽)
19시 전시회 안내 개시 (그룹당 최대 20인)
20시 안내 종료
20인 기준 한 그룹당 1550유로; 두 번째 그룹부터는 그룹당 900유로

벨베데레
상궁과 하궁 및 넓은 정원의 앙상블로 이루어진 벨베데레는 유럽 내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로 손꼽히며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벨베데레는 800년 오스트리아 예술사상 탁월한 가치를 지닌 수집품을 소
장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국제적 명성을 얻은 예술가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수집품의 하이라이트라면 단연 쉴레, 
코코슈카의 역작들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클림트 회화 컬렉션인데, 그 가운데는 저 황금으로 채색된 유명한 아르누보 양
식의 대표 회화 „키스“와 „유디트“가 포함됩니다. 

밤의 벨베데레 
여러분의 손님, 고객 혹은 친구들과 함께 정규 개관 이외의 시간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 안내를 받아보십시오. 특별 안내는 
스파클링 와인 한잔과 함께 시작하며 전 박물관, 전시회, 특별 전시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든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멋진 점: 여러분이 그 밤 유일한 방문객임을 보장한다는 사실!



예술 중개 전달팀 
벨베데레 예술 중개 전달팀은 다양한 연령층의 그룹들을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래식한 작품은 물론 저희 수집 
품 중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진기한 작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투어 안내입니다. 극 연기, 음악적, 문학적 관람 안내 혹은 해 
당 전문가들과의 대화가 경탄과 경청 그리고 감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크 댄스부터 „키스의 올바른 이해“로의 완벽한 
입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학술적 콘셉트 등의 풍부한 기반을 통해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구성하도록 해드립니 
다. 예약 후 저희 예술 중개 전달팀을 통해 통역인도 추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조간 개관
본 박물관의 정규 개관 시간 전 (상궁 8:00~9:00 시, 하궁 8:00~10:00 시) 박물관 방문 및 안내를 원하실 경우 일반 입장료에 추 
가로 다음 요금이 부과됩니다: 조간 개관 일괄 요금: 150유로 - 박물관 개관과 안전 관리상의 그룹 동반요금: 90유로 / 그룹(25인 
기준) 예술 중개 전달팀을 통해 가이드도 추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숍
빈의 황금
안내 투어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황금빛 회화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클림트로부터 영감을 얻으시고 난 후 얇은 금박 세공의 독 
특한 기념품들로 문화적 향유를 누려보세요. 워크숍 일괄 티켓(2시간 30분, 입장권 포함) 450유로 
본 가격은 15인 기준 한 그룹에 대한 일괄 가격입니다 (입장권, 안내, 워크숍 & 재료 포함). 15인 이상의 경우 일 인당 28유로가 
추가됩니다 (최대 30인까지).

오디오 가이드
벨베데레 상궁에서의 오디오 가이드는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독일어, 영어, 불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벨베데레 상궁: 오디오 가이드 데스크는 물품 보관소에 있으며, 대여료는 5유로   
콤비 티켓: 벨베데레 상, 하궁 오디오 가이드 대여료는 6유로입니다.  
벨베데레 하궁: 오디오 가이드 데스크는 매표소에 있으며, 대여료는 4유로입니다. 벨베데레 하궁에서의 오디오 가이드는 다음 언어
로 제공됩니다: 독일어, 영어

오시는 길
벨베데레 상궁 & 벨베데레 21: 전차 D, 18, O / 버스 13A
벨베데레 하궁: 전차 71

개관 시간
벨베데레 상궁: 월~일요일 9~18시, 금요일 9~21시
벨베데레 하궁: 월~일요일 10~18시, 금요일 10~21시
벨베데레 21: 수~일요일 11~18시, 수, 금요일 11~21시

입장권 
벨베데레 상궁
성인 16유로
그룹(10인 이상) 13.50유로
어린이 및 만18세 이하 청소년: 무료

벨베데레 하궁
성인 14유로
그룹(10인 이상) 11유로
어린이 및 만18세 이하 청소년: 무료

벨베데레 21
성인 8유로
그룹(10인 이상) 6유로
어린이 및 만18세 이하 청소년: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