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틱 가도
베르트하임 빌리지에서
즐기는 아울렛 쇼핑

루트 지도

로맨틱 가도에서 카지노를!

KOR

로맨틱 가도로 향하는 문, 뮌헨 국제 공항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www.romantischestrasse.de

로맨틱 가도
하이킹 코스
하이킹을 하다 보면 느림의 미학을 발견하게 된다. 두 다리로 걸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하이킹을 통해 들판 가장
자리의 아름다움과 너도밤나무 숲의 맑고 깨끗한 공기, 그리고 들판을 높이 가로지르는 종
달새의 노래 소리나 호수에 일어나는 물결 등, 길가의 세세한 것까지도 인지하는 감각이 점
점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도보 여행자는 로맨틱 가도의 하이킹 코스에서 진부하지만 화려
한 장관을 경험할 수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세밀히 느낄 수 있다. 마인강과 타우버 계곡의
포도밭, 유럽의 분수령인 프랑켄회헤, 중부 프랑켄 분지의 비옥한 농경지, 신비스러운 리에
스, 도나우의 아우발트에서 알펜포어란트까지 강, 초원, 목장, 전나무숲, 혼합림, 습지, 황야,
마법에 걸린 듯한 골짜기, 그림책에서 나온 듯한 장소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이는 19
세기 낭만주의 화가들이 이미 열광했던 곳들이다.

자동차나 캠핑카,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로 로맨틱
가도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 준비에 필요
한 필수 정보들을 여러 안내 책자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Wertheim

숙박 정보

단기 여행

행사 정보

버스 정보

4월부터 10월까지 로맨틱 가도를 따라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까지 매
일 버스를 운행한다(반대 코스도 가능). 온라인 예약:
www.romanticroadcoach.de, 자전거 운송, 숙박과 관광 프로그램이
포함된 패키지 프로그램, 자전거, 도보 여행자 및 자가 운전자들을 위
한 개별 투어, 계약 이행 보증 투어
Touring Tours & Travel GmbH . 사무실: Romantische Straße
Am Römerhof 17 . 60486 Frankfurt/Main
Tel.: +49 (0) 69 719126-261/-268 . Fax: +49 (0) 69 719126-156
www.touring-travel.eu . incoming@touring-travel.eu

독일의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관광 루트

뷔르츠부르크에서 퓌센으로 통하는 약
500 km의 로맨틱 가도 하이킹 코스에는
곳곳에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
고 그길을 가로 질러 정취있고 변화무쌍한
문화경관들과 그림 같은 도시들, 시장들 그
리고 고유의 역사적 중심지가 있는 마을들
이 자리하고 있다. 로맨틱 가도의 거의 모든
구간은 숲, 들길, 그리고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작은 평지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사
적인 구 시가지를 스쳐 지나간다. 도보 여행
자는 이곳에서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며 지
역 주민들의 일상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자전거 여행

Dinkelsbühl 6,5

500 km

도보 여행

로맨틱 가도

500 km

자가 운전 여행
460 km

독일

숙박하지 않고 도보 여행을 하는 것은 로맨
틱 가도 여행 중에 용납될 수 없는 실수다.
시골 여관에서의 휴식이 종종 여유로움의
클라이막스가 되곤 하기 때문이다. 소박한
시골 음식을 먹으며 프랑켄 와인 또는 시골
양조장에서 나온 맥주 한 잔을 음미한다면
오랜 추억이 될 것이다. 또한 길을 따라 여행
하다 보면, 여관에서 프랑켄, 슈바벤, 그리
고 오버바이에른 지방 특유의 음식들도 맛
볼 수 있다.

관광 루트

하이킹 코스

저전거 루트 D9

덴마크

하이킹 중에 다리가 아파오면 로맨틱 가도
정기 버스를 타면 된다. 버스는 4월부터 10
월까지 매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뷔르츠부르
크, 로텐부르크, 딩켈스뷜,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뮌헨을 거쳐 퓌센까지 운행한다(반
대 코스도 가능).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www.touring-travel.eu
www.romanticroadcoach.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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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 가도는

벨기에

독일의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관광 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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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 가도 하이킹” 관련 여행 서적
Hikeline 로맨틱 가도 하이킹 코스 가이드 & 지도
(축척 1:35,000)
1권 – 뷔르츠부르크에서 도나우뵈르트까지
2권 – 도나우뵈르트에서 퓌센까지

AUGSBURG

가격: 13.90 EUR (권 당)
Esterbauer 출판사, Rodingersdorf
www.romantischestrasse.de/shop

궁/성

명소

교회

박물관

자연 명소
01/12

벳츨러
그림(Grimm) 투어
로맨틱 가도 단체 여행

데너 플라워파크
로맨틱 가도에서 펼쳐지는
대정원의 향연
www.dehner.eu

10/16

TOURING TOURS & TRAVEL
패키지 여행
www.touring-travel.eu
www.romanticroadcoach.de

c 로맨틱 가도 관광 산업회 상표권: 로맨틱 가도, 로맨틱 가도 철도 그리고 로맨틱 가도 정기 버스는 로맨틱 가도 관광 산업회에 등록된 보호 상품이다. (모든 사항에 보증 없음. 변경 가능.)
®

하이킹 전체 코스 정보는 지도 및
www.romantischestrasse.de
의 GPS 정보에서 볼 수 있다.

STUTTGART

프랑스

Kartengrundlagen: Geoinformationen ©Bayerische Vermessungsverwaltung (www.geodaten.bayern.de)

여행패스와 구간 스탬프는 코스마다 있는
관광안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자연, 문화, 지역 주민의 환대 이 삼박자는 1950년 이래 로맨틱 가도의 트레이드 마크이
다.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 가도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
기 있는 루트이다. 로맨틱 가도라는 이름은 독일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중세 마을이나 동
화 속에 나올 법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보면서 느낀 황홀함과 마치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한 느낌을 표현해 준다. 뷔르츠부르크에서 퓌센에 이르기까지 로맨틱 가도는 풍부한 유럽
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문화의 세계로 관광객들을 안내한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강, 비옥한 평야, 산림, 초원 그리고 산악지대로 변하는 풍경을 볼 수 있으며, 뷔르츠
부르크와 포도밭, 타우버 계곡과 로텐부르크, 리에스, 레히펠트, 파펭빙켈 지역 그리고 왕
궁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로맨틱 가도를 따라가는 여정은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 로맨틱 가도는 문화와 지역 주민의 환대, 끊임없이 이
어지는 새롭고 다양한 경치와 풍경, 수세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인상적인 마을과 건
물들을 통해 발전해 왔다. 발타자르 노이만은 뷔르츠부르크 성을 지었고, 타우버 계곡에서
는 조각가 틸만 리멘슈나이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화가 칼 슈피츠베그는 로텐부르크 옵
데어 타우버와 딩켈스뷜를 보고 감탄했으며, 리에스 지역에서는 지구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로마인의 흔적이 남아 있고, 세계 최초의 공동 복지 시설인 '푸거라
이' 는 16 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펜빙켈 지역에는 가장 유명한 로코코 양식 건축물 중
하나인 비스교회가 있다. 지나간 시대의 영광을 보여주는 호엔슈반가우 성과 특히, 바이에
른의 동화왕 루드비히 2세가 세운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바이에른 알프
스의 끝자락에서 로맨틱 가도의 끝을 알린다.
자동차, 캠핑카 또는 오토바이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로맨틱 가도를 따라 각 마을을 연결
하는 갈색 표지판을 따라가면 된다. 자전거 여행자들은 뷔르츠부르크에서 퓌센까지 500
km에 이르는 로맨틱 가도 자전거 루트의 녹색 표지판을 따라가면 된다. 이 루트는 ADFC(
독일 자전거 클럽)의 자전거 루트 네트워크의 일부로 D9번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파란
표지판을 따라가면 그림 같은 풍경과 낭만적인 마을들을 관통하는 약 500 km의 하이킹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이제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 로맨틱 가도를 따라 펼쳐지는 자연, 예술
그리고 색다른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자.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에 이르는 여정
을 통해 특별하고 감동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체코

NUREMBERG

SAARBRÜCKEN

약 500 km의 변화무쌍한 하이킹 코스를
유유자적 경치를 즐기며 완주하고 여행패스
를 전부 채워 제출하면, 기념으로 스탬프와
금뱃지를 받을 수 있다. 짧은 구간을 여행하
는 여행자에게는 9번째 행선지에서 동뱃지
를, 18번째 행선지에서 은뱃지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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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omantischestrasse.de

www.facebook.com/romantische.strasse
www.facebook.com/RomanticRoadGermany

Romantic Road app

Romantische Straße ®
Touristik-Arbeitsgemeinschaft GbR
Segringer Straße 19
91550 Dinkelsbühl
Tel.: +49 (0) 9851 551387
Fax: +49 (0) 9851 551388
info@romantischestrasse.de
www.romantischestrasse.de
www.romanticroad.de
www.romanticroadcoach.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