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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u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덴마크, 스위스, 또는 네덜란드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북유럽과 서유럽, 동유럽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인간 거주의 첫 징후는 거의 1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것은 에스토니아인들이 유럽의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더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토니아의
구석구석은 모두 다채로운 면모를 나타냅니다. 동시에 모든 것들이 유쾌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아르누보 건축 양식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트비아
건축의 문화적, 역사적 유산은 전통적인 시골 집터에서부터 독특한 목조건물
표본, 호화로운 궁전과 저택, 교회, 그리고 인상적인 아르누보 건물에
이르기까지 수 세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며 발전하였습니다. 수도
리가에만 상징적인 아르누보 스타일로 지어진700여채 이상의 건축물들이
존재하며 이에 리가는 유럽 아르누보 양식의 본거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도 빌뉴스와 그 신비로운 바로크에 대한 동경에서부터, 현대적 건물들로
유명한 카우나스까지, 그리고 찬란한 중세 시대의 리투아니아로 거슬러
올라가게끔 만드는 트라카이부터 유일한 항구 도시인 클라이페다와 크로니안
모래톱까지, 리투아니아의 모든 장소는 다채로운 자연과 역사를 배경으로
그 장소만이 가진 매력으로 저마다의 두각을 드러냅니다. 순수한 봄바다의
강과 호수, 끝없이 펼쳐지는 초록빛 숲과 생명으로 북적거리는 초원, 그리고
모래언덕은 리투아니아와 이곳의 방문객들에게 주어지는 기적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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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탈린
북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중세
도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탈린은
고딕 양식의 첨탑, 구불구불한 자갈길
거리, 매혹적인 건축물을 자랑합니다.
탈린은 중세와 한자동맹의
구조물들을 잘 보존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일 정도로 온전히 보존된
13세기의 도시 계획으로 인해,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보호지역에 지정되었습니다.

발트
관광지도

세토마
에스토니아의 남동부와 러시아의
북서부를 아우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언어적, 민족적 소수민족은 그들의
인상적인 합창 유산과 전통 마을
그리고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리가
발트 3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리가는
생동감 넘치는 문화적 삶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구시가지를 거닐며 800
년 역사의 감동을 느껴보고 유럽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리가 중앙 시장에서
라트비아 요리의 진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룬달레 궁전 및 박물관
룬달레 궁전과 박물관은 라트비아의
바로크식 건축 양식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궁전을 방문하신다면
아름다운 정원을 꼭 방문하시고
로코코풍의 의상을 착용한 가이드가
안내하는 투어를 예약하세요!

빌뉴스
빌뉴스의 미로 같은 구도시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구대륙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열기구를 타고 빌뉴스의 붉은 지붕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다란
거리와 세련된 상업 지구, 그리고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과 공원에서
수도 빌뉴스가 발산하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라카이
희귀한 아름다움의 진주처럼
트라카이 성은 갈베호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장 낭만적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명소 중 하나로,
요트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 있는 성
주변을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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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헤마 국립공원 습지
에스토니아에는 높은 산이
없지만, 습지와 늪지가 많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늪에서 돌아다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늪지 및 습지대
탐험용 신발을 신고 탐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자연친화적인
하이킹 방식이기도 합니다.

탈린 크리스마스 시장
탈린의 크리스마스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시장
전통의 본거지 중 하나입니다.
탈린 크리스마스 시장은 최근
유럽 최고 명승지가 선정한 유럽
최고의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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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누
에스토니아의 최고의 휴양지인
페르누는 모래사장해변, 수많은
레스토랑과 칵테일 바, 온천
및 편안한 여유로운 분위기로
휴양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이 중세
도시에는 느긋한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큰
휴양지인 페르누에서는 대형 워터
파크에서부터 보다 친숙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목욕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놀이와 스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쿨디가
쿨디가에서는 구시가지의 고풍스러운
매력과 봄철이 되면 유럽에서 가장
폭이 넓은 폭포인 벤타스 룸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물고기들이
뛰어 날아오르는 흥미로운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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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예파야
항구도시 리예파야는 라트비아의
험준하지만 아름다운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장소 상위권에 포함되는
옛 요새화 시설인 북부요새에서는
위대한 자연의 힘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우야 국립공원
라트비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국립공원인 가우야 국립공원은
보트 여행이나 하이킹, 그리고
성이나 저택을 탐방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공원 내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는 ‘신들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시굴다 근처의 계곡인
투라이다가 있습니다.

34

다우가프필스
도시 다우가프필스에서는 큰
변화없이 보존된 북유럽의19세기 초
유일한 군사 요새인 다우가프필스
요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aranavichy

Brest

28

당신의 영감을 찾으세요!
키누
에스토니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섬인
키누는 뱃사람과 어부들의 고대
섬입니다. 키누의 문화유산-의상,
언어음악, 수공예품 등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벨라루스

빌뉴스

크로니안 모래톱
크로니안 모래톱은 소위 "리투아니아
사하라 사막"라고 불리는 대규모 움직이는
모래 반도입니다. 발트해를 바라보며
소나무 숲과 하얀 모래언덕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은 호박
보석을 채취하는 여행을 떠나거나 호박
보석으로 부적을 만드는 공예 작업장
체험을 즐길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호화로운 호박 보석 스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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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나스
독특한 아르데코 건물에서부터
형형색색으로 밝은 거리 예술, 그리고
역사적인 기념물과 현대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카우나스는 실로 문화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주목할 만한
구시가지와 이곳에 위치한 고대 건축
기념물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세기 카우나스성의 잔해를 비롯해
중세시대 및 고딕 양식의 건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언덕
빛과 희망의 장소 – 한 곳에 20만 개
이상의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 언덕은
방문자로 하여금 인류의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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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휴양지
리투아니아의 휴양지들은 소나무
숲과 물로 둘러싸인 작은 낙원과
같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자연
환경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것입니다. 주요 휴양지인
드루스키닝카이, 비르슈토나스
또는 팔랑가를 방문하여 자연적인
치료법을 사용하여 심신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깨끗한 공기와
천연샘에서 나오는 미네랄 워터를
마시고, 호박 마사지나 자연 치료용
이탄(泥炭)목욕을 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6시간의
시차

+372 에스토니아
+371 라트비아
+370 리투아니아

220V AC / 50 Hz
2핀 소켓

시골에서는 유로화
현금이 필수적일 수
있음, ATM 널리 가능함

EU 공통 긴급 번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발트3국 수도 여행하기
1 시간 20 분

50 분

탈린
309km

x 15/일
4 시간 30 분

50 분

리가
294km

x 20/일
4 시간

빌뉴스

www.tallin-airport.ee

www.riga-airport.com

www.vilnius-airport.lt

www.bussijaam.ee

www.autoosta.lv

www.autobusustotis.lt

www.elron.ee

www.pv.lv/en

www.litrail.lt

수도
1
2
3

탈린
www.visittallinn.ee

리가
www.liveriga.com

빌뉴스
www.vilnius-tourism.lt

www.turaida-muzejs.lv

체시스
www.tourism.cesis.lv

쿨디가
www.visit.kuldiga.lv

트라카이 반도 성
www.trakai-visit.lt

페르쿠나스 자택
www.perkunonamas.lt

카우나스 성
www.kaunomuziejus.lt

자연
23
24
25
26
27
28
29

라헤마 국립공원
www.visitestonia.com

소마 국립공원
www.visitestonia.com

사아레마 섬
www.visitsaaremaa.ee

가우야 국립공원
www.entergauja.com

아바바 계곡
www.visitkandava.lv

쿠로니아 모래톱 국립공원
www.nerija.lt

카우나스 저수지 지역공원
www.kaunomarios.lt

타르투 시
키누 섬
세토마
www.rothkocenter.com

다우가프필스 아트센터

www.visitestonia.com

www.visitestonia.com

www.visittartu.com

문화 & 전통
31
32
33
34

리브 해안

www.pgm.lt

티슈키비치아이 궁전

www.rundale.net

룬달레 궁전

www.visitestonia.com

팔음세 영주 저택

멋진 궁전들
36
37
38

국립공원

www.kolkasrags.lv

국경횡단지점 (쉥겐 국가)

국경

35

지역도로

국경횡단지점 (그 외 국가)

30

관광명소

그 외의 도로

공항

www.infoanyksciai.lt

아니크슈치아이 캐노피 워크웨이
(구름다리)

주요도로

철도

투라이다 박물관 보호구역

www.visitestonia.com

나르바 성

www.visitestonia.com

쿠레사레 성

중세의 유산
4
5
6
7
8
9
10
11

www.visitbirstonas.lt

비르슈토나스

info.druskininkai.lt

드루스키닌카이

www.palangatic.lt

팔랑가

www.visitneringa.com

네링가

www.visitsaulkrasti.lv

사울크라스티

www.visitventspils.com

벤츠필스

www.liepaja.travel

리에파야

www.visitjurmala.lv

유르말라

www.visitsaaremaa.ee

쿠레사레

www.visithaapsalu.com

합살루

www.visitparnu.com

패르누

해변 & 스파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기호 설명

특정 구획으로
구분된 도로

발트3국에서
운전하기
국제면허증 통용됨

탈린 www.parkimine.ee
리가 www.rigassatiksme.lv, www.europark.lv
빌뉴스 www.parking.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