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ÜRZBURG

⬇ km 0

km 460 ⬆

마인강변의 대학 및 회의도시로 프랑켄 지방의 포도밭 사이에 위치하며, 특
히 상징인 마리엔베르크 요새가 솟아 있다. 발타자르 노이만이 지은 화려한
바로크 건축물인, 영주 주교의 궁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외에도 구 시
가에는 대 성당, 노이 뮌스터, 마리엔 교회, 마르크트 광장, 구 마인 다리 등
볼 거리가 많다. 또한 수많은 박물관들(마인 프랑켄 박물관, 돔 박물관, 문
화 박물관)과 극장, 매력적인 축제 하이라이트(모차르트 음악제, 아프리카
축제, 뷔르츠부르크 바흐의 날) 등도 볼만하다. 포도농장 견학이나 프랑켄
포도 재배지역도 방문할 가치가 있다.

WERTHEIM

⬇ km 50

km 410 ⬆

마인강과 타우버강의 합류 지점에는 낭만적인 중세 도시, 베르트하임이
자리한다. 도시의 상징물인 웅장한 돌성곽은 구시가지 위쪽에 높이 위치
한다. 이 밖에 목골 가옥들, 작은 광장들, 골목길 및 수많은 볼거리가 도시
에 가득하다. 백작령의 유리 박물관과 호프가르텐에 위치한 성 박물관에
서는 수준 높은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또한 도심이나 럭셔리 아울렛, 베르
트하임 빌리지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 바로 “행복으로 가는 루트”의 중심
지로서 원하는 대로 먹고, 즐기고, 입어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베
르트하임은 자전거나 하이킹으로 여행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기점이 된다.

LAUDA-KÖNIGSHOFEN

⬇

km 91

km 369 ⬆

아름다운 타우버 계곡에 위치한 와인 도시, 라우다 쾨니히스호펜은 12개의
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여행자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볼거리를 제공
한다. 자연 그대로의 숲과 단단한 돌벽, 그리고 수많은 포도밭은 라우다 쾨
니히스호펜 안팎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낸다. 또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를 통해 여러 지구가 잘 연결되어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하이킹이나 자전거
투어, 또는 매년 6월 둘째 주에 펼쳐지는 와인 축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방
문해보자.

WEIKERSHEIM

⬇

km 113

km 347 ⬆

포도밭 깊숙히 위치한 바이커스하임은 베르사이유와 같이 아름답고 큰 정
원이 있는 르네상스 양식의 화려한 성이 있으며, 16-18 세기의 내부 시설
을 보존하고 있어 최고로 꼽힌다. 위엄있는 시 관청들과 타우버랜드(Tauberländer) 마을 박물관인 콘바우(Kornbau), 고딕 양식의 성당과 로코
코 양식의 분수대가 있는 마르크트 광장은 완벽에 가까운 유일무이의 미를
자랑한다. 바이커스하임은 하이킹 및 자전거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CREGLINGEN

⬇

km 129

km 331 ⬆

중세 관청이 있는 휴양지이다. 도시 성벽 일부와 궁전, 그리고 수많은 목골
가옥들을 통해 역동적인 도시였음을 알 수있다. 헤르고트 성당에 있는 리
멘슈나이더의 제단과 골무 박물관, 유태인 박물관 등은 꼭 볼만하다. 휴양
지역인 “뮌스터 호수”에서는 물놀이가 가능하고 맨발길과 수영을 할 수 있
는 호수가 있다. 또한 계곡과 농가 및 휴양 펜션을 통해서 사이클링과 하이
킹도 가능하다.

SCHILLINGSFÜRST

⬇

km 165

km 295 ⬆

주에서 공인하는 휴양지, 쉴링스퓌어스트는 유럽의 분수령, 라인 강과 도
나우 강 사이에 위치한, 산림이 울창한 프랑켄회헤 자연공연 안에 자리하
고 있다. 쉴링스퓌어스트 후작의 바로크 풍의 고성은 도시의 상징물로서 프
랑켄회에 언덕에 세워져 넓게 펼쳐져 보인다.

DINKELSBÜHL

⬇

km 193

km 267 ⬆

4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도록 잘 보존된 시의 외관과 웅장한 성당 건축, 훌륭한
상점들, 그리고 다양한 목골 건축물들이 있는 딩켈스뷜은 예술 역사학자들에게
독일에서 가장 촘촘히 조성되고 잘 보존된 중세 도시로 여겨진다. 남부 독일의 가
장 아름다운 할렌키르헤(Hallenkirche) 중 하나인, 고딕 양식의 뮌스터 성 게오
르 성당은 특별한 매력을 지닌 구 시가지와 함께 오늘날까지 최고로 손꼽힌다. “전
쟁과 평화 – 딩켈스뷜 역사의 집”에서처럼 800년의 굴곡 있는 시 역사가 잡힐 듯
이 생동감있게 느껴진다. 가이드와 함께하는 야간 투어를 통해 낭만에 빠져보자.

NÖRDLINGEN

⬇

km 222

km 238 ⬆

리스 분지 중심부에 위치한 뇌르틀링겐은 중세 도시의 모습을 아직까지 간
직하고 있는데, 잘 보존된 시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어, 독일에서 유일
하게 이 위를 걸어다닐 수 있다. 90m 높이의 종탑인 “다니엘”이 있는 후
기 고딕 양식의 할렌키르헤(Hallenkirche), 성 게오르그 성당은 이 도시
의 상징이며, 1년 365일 내내 그 위에 올라가 멋진 전망을 만끽할 수 있다.

DONAUWÖRTH

⬇

km 262

km 198 ⬆

도나우 강의 지류인 뵈르니츠 강 어귀에는 “리트”섬의 어촌 마을에서 발전
한, 일찍이 제국자유도시였던 도나우뵈르트가 자리하고 있다. 시청사와 푸
거하우스 사이에는 역사적인 구 시가지의 화려한 중심가가 있는데, 귀족
들의 멋있는 대저택들이 있어 남부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 하나
로 꼽힌다.

AUGSBURG

⬇

km 325

km 135 ⬆

2000년 전에 로마제국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건설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다. 아우크스부르크의 경제 부흥기에는 15, 16
세기의 푸거(Fugger)가와 벨서(Welser)가에 의해 원거리 무역과 은행
업이 꽃을 피웠다. 웅장한 막시말리안 거리와 대저택, 시민들의 주택에 나
타난 르네상스와 바로크 풍의 역사적인 도심가는 구시대의 화려했던 영화
를 드러내고 있다.

LANDSBERG AM LECH

⬇

km 371

km 89 ⬆

레흐 강변에 위치한 란츠베르크는 하인리히 사자왕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85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레흐 강가에 자리하고 있는 구 시
가지에서는 슈말츠 탑이 솟아있는 넓은 마르크트 광장이 볼만한데, 이곳
에는 시민들의 당당한 저택들과 도미니쿠스 짐머만이 지은 아름다운 외관
의 시청사가 있다.

SCHONGAU

⬇

km 411

km 49 ⬆

성벽, 탑, 대문은 중세 도시였던 숀가우의 오랜 역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력을 갖춰 13세기에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비텔스바흐 가의
부 거주지로서, 스와비아 레흐에 위치한 국경 요층지가 되었다. 바로크 양
식의 마리아 승천 교회는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외관을 갖추고 있다.

ROTTENBUCH

⬇

km 424

km 36 ⬆

주에서 공인하는 휴양지, 로텐부흐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낭만적인 암
머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900년의 역사를 지닌 아우구스틴 수도원과 “마
리아 탄생”이라는 이름의, 일찍이 수도원 부속 교회로 쓰였던 유명한 건축
물들이 인상적이다. 교회 성도석에는 회화 작품들이 그려져 있어서, 화려
한 색상의 신앙 그림서적처럼 보인다. 특히 “파펜뷩클 우유길”을 따라 펼쳐
지는 평화로운 알프스 전위 지역에서는 자전거 투어 및 하이킹과 더불어,
바이에른에서 유일한 우유 짜는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STEINGADEN

⬇

km 437

km 23 ⬆

파펜빙켈 남쪽에 위치한 공인된 휴양지이며, 로맨틱 가도와 독일 알프스
가도의 교차점인 슈타인가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코코 양식의 교회,
“채찍질 당하는 예수상”(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비스 교회가 있
다. 낭만적인 수도원 건물들로 이루어진 벨펜뮌스터도 역사적으로 감명이
깊다. 마법에 걸린 듯 아름다운 알프스 풍경 속에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하이킹 코스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SCHWANGAU

⬇

km 456

km 4 ⬆

4개의 호수와 암머 알프스 자연 보호 지구에 둘러싸여 있는 왕성이 있는
마을이다. 120 km의 산책로와 하이킹 코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이슈반
슈타인 성과 호엔슈반가우 성, 바이에른 왕의 박물관과 로마인들의 주거지
(로마 유적)가 있고, 왕의 크리스탈 온천에는 온천과 사우나 시설이 있다.
1720m 높이의 테겔베르크는 케이블카를 통해 올라갈 수 있다.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을 감상하며

INFO 뷔르츠부르크관광청 컨벤션 센터
Am Congress Centrum
97070 Würzburg
Tel. +49 (0) 931 372335
Fax +49 (0) 931 373652
www.wuerzburg.de
tourismus@wuerzburg.de

낭만을 느끼다

뷔르츠부르크 협력업체:
Maritim Hotel Würzburg, Tel. +49 (0) 931 3053-0

독일의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관광 루트

INFO 관광안내소
Marktplatz 8
97941 Tauberbischofsheim
Tel. +49 (0) 9341 803-33
Fax +49 (0) 9341 803-991
www.tauberbischofsheim.de
tourismus@tauberbischofsheim.de

TAUBERBISCHOFSHEIM

⬇

km 81

km 379 ⬆

마인 타우버 지구는 아름다운 타우버 계곡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도
시의 상징인 목골 가옥들과 탑 맞은 편에는 선제후 거성이 서 있다. 글로켄
슈필(Glockenspiel)이 있는 신고딕 양식의 시청사는 수많은 건물 명소
와 함께 뛰어난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교회, 예배당, 박물관, 보행
자 전용구역, 펜싱 클럽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외에 포도밭과 자전거 도로,
산책로가 이 매력적인 도시 곳곳에 잘 조성되어 있다.

타우버비쇼프스하임 협력업체:
Hotel St. Michael, Tel. +49 (0) 9341 84950
INFO 관광안내소
Marktplatz 1
97922 Lauda-Königshofen
Tel. +49 (0) 9343 501-128
Fax +49 (0) 9343 501-100
www.lauda-koenigshofen.de • tourist.info@lauda-koenigshofen.de

BAD MERGENTHEIM

⬇

km 101

km 359 ⬆

일찍이 독일 기사단장의 거성지였으며, 수년 전부터 웰빙도시로서 세계적
인 명성을 누리고 있다. 또한 궁성 교회와 박물관을 갖춘 독일 기사단 궁
전과 스툽파흐의 마돈나(Stuppacher Madonna), 솔리마 온천과 웰네
스 파크, 와일드 파크가 있다. 화려한 르네상스 풍의 시청사와 뮌스터 성 요
한 교회가 있는 마르크트 광장에는 목골 가옥들과 바로크 양식의 저택들
이 밀집해 있다.

라우다 쾨니히스호펜 협력업체:
Hotel Becksteiner Rebenhof, Tel. +49 (0) 9343 6278-0
Becksteiner Winzer eG, Tel. +49 (0) 9343 500-0

RÖTTINGEN

INFO 관광안내소
Marktplatz 7
97990 Weikersheim
Tel. +49 (0) 7934 102-55
Fax +49 (0) 7934 102-58
www.weikersheim.de • tourismus@weikersheim.de

⬇

km 121

km 339 ⬆

완만한 언덕과 포도밭 깊숙히 위치한 뢰팅엔은 로맨틱 가도에 있는 아름다운 타우
버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7개의 잘 보존된 방위 탑을 가진 역사적인 시 방어 축
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세 도시의 정수인 아름다운 목골 가옥들, 그리고 바로
크 양식의 시청사 등이 뢰팅엔을 상징한다. 특히 25개의 독특한 타임피스로 구성
된 약 2 km의 해시계 거리가 깊은 인상을 남긴다. 브라텐슈타인 성의 뜰은 1984
년 이래, 매년 “뢰팅엔 축제”가 열리면, 야외 극장을 위해 그림같은 무대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이커스하임 협력업체:
Schloss Weikersheim, Tel. +49 (0) 7934 99295-0

ROTHENBURG O.D.T.

INFO 관광안내소
Bad-Mergentheimer-Str. 14
97993 Creglingen
Tel. +49 (0) 7933 631
Fax +49 (0) 7933 7006944
www.creglingen.de
touristinformation-creglingen@t-online.de

⬇

km 148

km 312 ⬆

로맨틱 가도와 고성 가도가 교차하는 타우버 계곡 위쪽에 일찍이 제국자유
도시였던 로텐부르크 옵 데어 타우버의 아름다운 실루엣이 비췬다. 시의 변
화무쌍한 역사는 “마이스터 트룽크”, “새퍼탄츠” 등의 역사적인 축제를 통
해 드러난다. 이외에도 중세 조합인 한스 작스의 재미 있는 익살극과 제국
자유도시 축제일, 유명한 기사들의 장과, 제국자유도시 박물관의 남쪽 뜰
에서 진행되는 토플러 연극 그리고 야외극 등으로 행사 일정이 꽉 차 있다.

FEUCHTWANGEN

INFO 인포 센터
Rothenburger Straße 2
91583 Schillingsfürst
Tel. +49 (0) 9868 222
Fax +49 (0) 9868 253
www.schillingsfuerst.de
info@schillingsfuerst.de

⬇

km 181

km 279 ⬆

일찍이 제국자유도시였던 포이흐트방엔에는 바이에른 주의 가장 크고 전
통적인 축제 연극 중 하나인, 십자가 행렬극이 있다. 또한 프랑켄 박물관은
남부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민속 박물관의 하나이고 노래 박물관으로서도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다. 바이에른의 카지노는 그 국제적인 분위기로 환영
받고 있으며, 역사적인 시의 외관과 넓게 펼쳐진 주변지대가 깨달음과 휴식
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INFO 딩켈스뷜 여행 서비스
Altrathausplatz 14
91550 Dinkelsbühl
Tel. +49 (0) 9851 902-440
Fax +49 (0) 9851 902-419
www.dinkelsbuehl.de
touristik.service@dinkelsbuehl.de

WALLERSTEIN

⬇

km 215

km 245 ⬆

발러슈타인은 리스 분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팅엔-발러슈타인 후
작의 거성지로서 긴 역사를 자랑한다. 도심에는 페스트를 이겨낸 상징으로
세운 유명한 기둥이나 삼중 기둥 그리고 성 알반 교회가 있고, 그림같이 아
름다운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있어 깊은 인상을 남긴다. 시 중심지에는 약
65m 높이의 “발러슈타인 바위”가 솟아 있는데, 그 위에서 바라보면 리스
분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딩켈스뷜 협력업체:
Flair Hotel Weißes Ross, Tel. +49 (0) 9851 579890
INFO 관광안내소
Marktplatz 2
86720 Nördlingen
Tel. +49 (0) 9081 84116
Fax +49 (0) 9081 84113
www.noerdlingen.de • tourist-information@noerdlingen.de

HARBURG

⬇

km 245

km 215 ⬆

슈바벤과 프랑켄 유라 산지 사이에 위치한 뵈르니츠 계곡에 하르부르크가
자리하고 있다. 뵈르니츠와 성산 사이에 목골 건축물들과 바로크 합각머리
집들이 밀집되어 있다. 하르부르크 성은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보듯이 솟아
있는데, 독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성 중에 하나이고, 오늘날 외팅엔-발러슈
타인 후작 문화재단에 속해 있다.

뇌르틀링겐 협력업체:
Jugend- und Familiengästehaus, Tel. +49 (0) 9081 2750575
Bayerisches Eisenbahnmuseum, Tel. +49 (0) 9083 340

RAIN

INFO 시립 관광안내소
Rathausgasse 1
86609 Donauwörth
Tel. +49 (0) 906 789-151
Fax +49 (0) 906 789-159
www.donauwoerth.de
tourist-info@donauwoerth.de

⬇

km 284

km 176 ⬆

라인은 750년 전, 구 바이에른 지방 북서쪽의 요새로 건립되었다. 아직까지
시 성벽이나 보루의 잔해를 통해 이전의 요새로 쓰였던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주 거리에는 17, 18세기에 지어진, 기념비로 보호된 시민들의 독특한
주택들이 있어 매력적이고, 로코코 양식의 시청사는 그 당당한 위엄을 드러
낸다. 틸리 기념비는 1632년 “라인 전투” 때 크게 부상 입고 이후 사망한 30
년 전쟁의 총지휘관, 요한 체르클라에스를 기념하고 있다.

INFO 아우크스부르크 관광회사
Schießgrabenstraße 14 und Rathausplatz
86150 Augsburg
Tel. +49 (0) 821 50207-0
Fax +49 (0) 821 50207-45
www.augsburg-tourismus.de • tourismus@regio-augsburg.de

FRIEDBERG

⬇

km 331

km 129 ⬆

1264년에 공작 루트비히 2세에 의해 건립된 “레흐라인 구 바이에른 공국
도시”인 프리트베르크는 중세 시대를 대변한다. 구 시 방어 축성의 잔해 외
에, 중심부에 위치한 마리엔 광장에는 분수, 마리아 기둥, 르네상스 풍의 시
청사가 있어 특히 볼만하다.

아우크스부르크 협력업체:

INFO 관광안내소
Marktplatz 8
97941 Tauberbischofsheim
Tel. +49 (0) 9341 803-33
Fax +49 (0) 9341 803-991
www.tauberbischofsheim.de
tourismus@tauberbischofsheim.de
베르트하임 관광회사:
Hotel St. Michael, Tel. +49 (0) 9341 84950
INFO 관광안내소
Marktplatz 1 • 97980 Bad Mergentheim
Tel. +49 (0) 7931 57-4815
Fax +49 (0) 7931 57-4901
www.bad-mergentheim.de • tourismus@bad-mergentheim.de
바트 메르켄트하임 협력업체:
Best Western Premier Parkhotel, Tel. +49 (0) 7931 5390
Flair Hotel Weinstube Lochner, Tel. +49 (0) 7931 939-0
Kurverwaltung, Tel. +49 (0) 7931 965-0
Wildpark, Tel. +49 (0) 7931 41344
INFO 관광안내소
Marktplatz 1
97285 Röttingen
Tel. +49 (0) 9338 9728-55
Fax +49 (0) 9338 9728-49
www.roettingen.de
touristinfo@roettingen.de

저전거 루트 D9
Romantische Straße
자전거 여행은 고전적인 도보 여행을 제외하고, 자연과 가장 가까
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전거 여행을 통해 독일의
가장 오래된 관광 루트 좌우에 위치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매력적인 장소들을 방문해 볼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귀중한 자연
경관과 중세도시 건축예술의 절정,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즐겨보
자. 이 루트를 통해 프랑켄, 바덴, 뷔텐베르크, 슈바벤, 오버 바이
에른 지역을 여행한다면,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다.

INFO Rothenburg Tourismus Service
Marktplatz 2
91541 Rothenburg ob der Tauber
Tel. +49 (0) 9861 404-800 • Fax +49 (0) 9861 404-529
www.rothenburg.de/tourismus • info@rothenburg.de
로텐부르크 옵 데어 타우버 협력업체:
Hotel Eisenhut, Tel. +49 (0) 9861 705-0
Hotel-Gasthof Zur Sonne, Tel. +49 (0) 9861 2166
Käthe Wohlfahrt Weihnachtsdorf, Tel. +49 (0) 9861 409-0
INFO 관광안내소
Marktplatz 1
91555 Feuchtwangen
Tel. +49 (0) 9852 904-55 • Fax +49 (0) 9852 904-250
www.feuchtwangen.de • touristinformation@feuchtwangen.de
포이히트방엔 협력업체:
Gaststätte-Pension Zum Grünen Wald, Tel. +49 (0) 9855 9797-0
Gasthof Lamm, Tel. +49 (0) 9852 2500
Bayerische Spielbank Feuchtwangen, Tel. +49 (0) 9852 9006-0
INFO 발러슈타인 광장
Weinstraße 19
86757 Wallerstein
Tel. +49 (0) 9081 2760-0 • Fax +49 (0) 9081 2760-20
www.markt-wallerstein.de • info@markt-wallerstein.de
발러슈타인 협력업체:
Fürst Wallerstein Brauhaus GmbH, Tel. +49 (0) 9081 782201
Fürst Wallerstein Schlösser und Museen,
Tel. +49 (0) 9081 782-300
INFO 하르부르크 관광청
Schloßstraße 1
86655 Harburg
Tel. +49 (0) 9080 9699-24
Fax +49 (0) 9080 9699-39
www.stadt-harburg-schwaben.de
fremdenverkehrsamt@stadt-harburg-schwaben.de

INFO 라인 시
Hauptstraße 60
86641 Rain
Tel. +49 (0) 9090 703-0
Fax +49 (0) 9090 703-139
www.rain.de • tourismus@rain.de
라인 협력업체:
DEHNER Blumen Hotel, Tel. +49 (0) 9090 760
DEHNER Blumenpark, Tel. +49 (0) 9090 775331
INFO 프리트베르크 관광안내소
Marienplatz 5
86316 Friedberg
Tel. +49 (0) 821 6002-611
Fax +49 (0) 821 6002-190
www.friedberg.de
touristinfo@friedberg.de

지형 및 거리
평평함
가벼운 비탈길/경사

마치 진주 목걸이가 줄줄이 꿰어 있는 것처럼, 관광을 통해 여러
가지의 가치를 도처에서 발견하게 된다(역사적인 구 시가지, 방
어탑과 문이 있는 중세 도시의 성벽, 바로크 양식의 교회, 로마 수
도원 성벽 그리고 바이에른 동화왕의 현실로 이루어진 꿈 등). 그
러나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낭만적인 강 계곡과 연못, 많은 세대
를 거쳐 성장한 시골 문화 경관 등도 정말 매력적이다. 그늘을 선
사하는 숲, 고대 운석 크레이터와 암머가우어 알프스의 파노라마
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움은 유유자적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경
이로움을 주고, 충분한 시간과 여유 속에 새로움과 황홀함을 경험
하게 한다.
뷔르츠부르크에서 퓌센까지 이어지는 이 변화무쌍하고 유일무이
한 경관의 자전거 투어에는 단련된 종아리도, 전문기술도 필요하
지 않다. 가끔 경사가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하는 구간이 있지만 산
맥을 가로지는 코스는 하나도 없다. 파펜빙켄에 이르면 좀 길고
가파른 비탈길이 있지만,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여행자
라면 무난하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루트의 다양한 지형에
적응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로맨틱 가도 자전거 루트는 전문기술
을 요하지 않는 코스로서 자연 경관과 마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체험하며 배워보고 싶은 여행자들을 위한 코스이다. 코스의
난이도는 초급이라 할 수 있고 전체 길이는 500 km이다. 자전거
루트는 로맨틱 가도와 평행선을 그으며, 이동이 쉬운 지선 구간과
지역들을 연결하는 도로, 경작지가 정리된 길, 오솔길로 이어진
다. 단기간 여행자와 주말 여행자는 구간을 나누어 조정하여 여행
하면 된다. 고전적인 자전거 투어 외에도 산악 자전거를 타며 뷔
르츠부르크와 퓌센 사이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할 수 있다.
로맨틱 가도의 자전거 루트 D9는
ADFC(독일 자전거 클럽)으로부터 3
성급 표창을 받았으며, 표지판이 전구
간 곳곳에 일목요연하게 설치되어 있
다.

⬇

km 408

km 52 ⬆

쇤아흐 계곡에는 목장과 숲으로 둘러싸인 인구 1600명의 마을, 호헨후르
흐가 있는데, 파펜빙켈 지역의 입구이기도 하다. 여행자들은 이곳의 시골
분위기 속에 안락한 여름 휴가와 알프스 산맥의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자전
거 및 하이킹 루트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승마, 테니스, 노르딕 스키 등 휴
양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란츠부르크 암 레흐 협력업체:
Tourismusverband Ammersee-Lech, Tel. +49 (0) 8191 128-247

PEITING

INFO 숀가우 관광안내소
Münzstraße 1-3
86956 Schongau
Tel. +49 (0) 8861 214-181
Fax +49 (0) 8861 214-881
www.schongau.de
touristinfo@schongau.de

⬇

km 414

km 46 ⬆

암머 강과 레흐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파이팅은 레흐와 암머 지방의 가장
오래된 취락 중 하나이다. 성 미햐엘 교회과 수도원 박물관, 요리와 약초 제
조를 배울 수 있는 농장이 있는 로마의 “러스틱(rustic) 별장”이 볼만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과거를 향한 향수, 혹은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나 사교
적 모임을 좋아하는 여자라면 누구든지 파이팅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날씨가 좋다면 호헨파이센베르크 산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다.

WILDSTEIG

INFO 관광안내소
Klosterhof 42
82401 Rottenbuch
Tel. +49 (0) 8867 9110-18
Fax +49 (0) 8867 9110-38
www.rottenbuch.de
tourist-info@rottenbuch.de

⬇

km 430

km 30 ⬆

고지대 황야와 호수가 있는 알프스 구릉 지역에 위치하며 암머가우어와 알
가우어 연산에 둘러싸여 있다. 자연보호구역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작은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는 주가 공인하는 휴양지이다. 휴식과 휴가
를 원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이상적인 자전거 루트와 하이킹 코스가 준비되
어 있다. 독일여행사협회(DRV)와 노르틱 산책 센터도 있다.

HALBLECH

km 446

km 14 ⬆

할프레흐는 자연보호구역인 암머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계곡으로서 알
프스와 4개의 그림 같은 호수의 화려한 장관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노
이슈반슈타인 성, 비스 교회 그리고 퓌센이 근청에 있으며, 800-2100 m
높이에서 200 km의 하이킹 코스와 자전거 루트를 즐길 수 있다. 리프트
를 타고 부헨베르크 산에 오를 수 있고, 스키 리프트와 30 km의 크로스컨
트리 스키, 2.5km의 자연 활주로 등이 있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INFO 슈반가우 관광안내소
Münchener Straße 2
87645 Schwangau
Tel. +49 (0) 8362 8198-0 • Fax +49 (0) 8362 8198-25
www.schwangau.de • info@schwangau.de

FÜSSEN

Neuschwanstein Hotels & Events, Tel. +49 (0) 8362 9304-0
Königliche Kristall-Therme, Tel. +49 (0) 8362 8196-30

체험 명소

⬇

km 460

km 0 ⬆

바이에른의 낭만의 정수, 퓌센은 알프스 가까이 있으며 노이슈반슈타인
성 끝에 위치한다. 바이에른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 중 하나로, 8001200 m 높이에 위치한 바이에른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다. 호헴 성과
성 망 수도원이 있는 중심부에서는 중세 후기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수많은 예술품과 기념 건조물들이 있다. 이곳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관광과 산책, 그리고 여유를 즐겨보자.

슈반가우 협력업체:

숙박

⬇

활동 명소

지역 명물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공항

Wertheim
28 km
Tauberbischofsheim
6 km
Lauda
5 km
Königshofen
8 km
Bad Mergentheim
12 km
Weikersheim
10 km
Röttingen
10 km
Creglingen
18 km
Rothenburg o.d. Tauber
15 km
Schillingsfürst
17 km
Feuchtwangen
27 km
Dinkelsbühl
33 km
Wallerstein
5 km
Nördlingen
23 km
Harburg (Schwaben)
17 km

Rain
47 km
Augsburg

INFO 호헨후르흐 관광안내소
Hauptplatz 7
86978 Hohenfurch
Tel. +49 (0) 8861 9081798
Fax +49 (0) 8861 9081799
www.hohenfurch.de
fremdenverkehr@hohenfurch.de

9 km
Friedberg

4월부터 10월까지 사전 예약하면 자
전거 운송이 가능한 로맨틱 가도 정기
버스가 운행된다. 모든 구간에서 시간
을 보내거나 여행 기점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최신 운행 시간표:
www.romanticroadcoach.de
GPS 정보:
www.romantischestrasse.de/
지도 & GPS 정보

INFO 파이팅 관광안내소
Ammergauer Straße 2
86971 Peiting
Tel. +49 (0) 8861 6535
Fax +49 (0) 8861 59140
www.peiting.de
touristinfo.peiting@t-online.de

47 km
Landsberg am Lech
27 km
Hohenfurch
9 km
Schongau
4 km

Variante
Ost

Peiting
13 km
Rottenbuch
6 km
Wildsteig
12 km
Halblech

INFO 뷔르트슈타이그 관광안내소
Kirchbergstraße 20a
82409 Wildsteig
Tel. +49 (0) 8867 91240-10
Fax +49 (0) 8867 91240-18
www.wildsteig.de
info@wildsteig.de

11 km

자전거 투어를 준비하거나 여행 중에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로맨틱 가도 자전거 투어 가이드 – 뷔르
츠부르크에서 퓌센까지 (독일어, 영어)
를 추천한다.

13,90
EURO

INFO 슈타인가덴 관광안내소
Krankenhausstraße 1
86989 Steingaden
Tel. +49 (0) 8862 200
Fax +49 (0) 8862 6470
www.steingaden.de
tourist-info@steingaden.de

51 km

24 km

Dinkelsbühl 6,5

HOHENFURCH

Würzburg

Donauwörth

Böhme event Marketing, Tel. +49 (0) 821 44951630

INFO 관광안내소
Hauptplatz 152
86899 Landsberg am Lech
Tel. +49 (0) 8191 128-246
Fax +49 (0) 8191 128-160
www.landsberg.de
info@landsberg.de

가파른 비탈길/경사

Schwangau
6 km
Füssen
Schongau
4 km
Peiting
19 km

INFO 할프레흐 관광정보
Bergstraße 2a
87642 Halblech
Tel. +49 (0) 8368 285
Fax +49 (0) 8368 7221
www.halblech.de
info@halblech.de

축척 1:75,000의 다양한 지도와 북부
와 남부, 쌍방향 루트에 관한 설명이 수
록되어 있다.
주문:
www.romantischestrasse.de/shop
18,00
EURO

INFO 퓌센 관광 및 마케팅 사무소
Kaiser-Maximilian-Platz 1
87629 Füssen
Tel. +49 (0) 8362 9385-0
Fax +49 (0) 8362 9385-20
www.fuessen.de
tourismus@fuessen.de
퓌센 협력업체:
Luitpoldpark Hotel, Tel. +49 (0) 8362 904-0

Steingaden
12 km
Halblech
11 km
Schwangau
6 km
Füssen

Variante
W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