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치나

Vysočina

순수한 아름다움을 품은 지방

비소치나(Vysočina)는 체코 중부의 보헤미아-모라비아
고원의 굽이진 지형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방문자들은
손길이 닿지 않은 풍성한 자연, 청정한 환경, 수많은
역사기념물에 매료됩니다. 이 지역은 간선도로인 체코
고속도로 D1이 관통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독일
폴란드
프라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 개의 도시, 크고 작은
마을들, 수많은 자연보호구역,
현지 주민들의 환대와 한적한
지방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르두비체

브르노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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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라바

이흘라바

비엔나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3

비소치나(Vysočina)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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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치나의 일부 지역은 해발 고도가 800미터가 넘는 굽이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은 이흘라바 산맥(Jihlavské vrchy)에 있는 야보리체 (Javořice 837m)이고 그 뒤를 이어
두번째로 높은 산은 주다르 산맥(Žďárské vrchy)의 데볘트 스칼(Devět skal 836m)입니다.

비소치나의 풍부한 자연환경 덕분에 주다르
산맥(Žďárské vrchy), 젤레네 호리(Železné hory)
산맥 등의 경관 보전지역, 또한 모헬렌스카
하드초바 스텝(Mohelenská hadcová step), 벨키
슈피착 등의 국립자연보호구역, 그리고 다수의
자연보호구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비소치나의 중심도시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광산 도시이자 은 채굴을 하던 이흘라바(Jihlava)
입니다. 이 도시의 주민 수는 5만 명 정도이며,
다른 도시들은 약 1만에서 4만 명 사이입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마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구릉 지역을 수십 개의 전망대가 장식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전망대는 19세기
전반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작은 마을들이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비소치나 지역의 중심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소치나에서
보내는 휴가는 바쁜 일상에서 탈피하여
숨을 돌리게 하는 전원생활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인 비소치나는 가장
건강한 환경 지역에 속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체코 내 장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비소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소치나는 지친 심신에 힘을 불어넣는
휴양지로서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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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치나의 문화유산

하블리치쿠프 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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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치나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3개의 도시는 서로
삼각형 모양으로 위치하며 각각 유네스코 문화유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텔치(Telč)에는 성이 포함된 역사
지구가, 주다르 나드 사자보우(Žďár nad Sázavou)에는 성지순
례지인 젤레나 호라(Zelená hora) 내의 성 얀 네포무츠키
성당(kostel sv. Jana Nepomuckého)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르제비츠 지역 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성 프로코피우스 바실리카를 보면 경탄할 것입니다.
세 도시 모두 역사 애호가뿐만 아니라 건축 애호가와 여행가,
자녀가 있는 가정들에게 모두 볼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세 도시들은 서로 35km에서 70km가량 떨어져
있어서 하루에 모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소치나는 특히 성과 성터에 관련된 문화 기념물을 매우
집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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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레나 호라(Zelená hora)의
성 얀 네포무츠키 순례 교회
(POUTNÍ KOSTEL SV. JANA NEPOMUCKÉHO)
199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등록

주다르 나트 사자보우
(Žďár nad Sázavou)

성당은 산티니의 건축작품 중 최고의 작품으로서 건축의 시대별 관습적인
요소들을 초월한 전 시대를 아울러 사랑받는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설계도에
따라 오각형의 별 모양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차세대 박물관에서는 상호작용
방식의 독특한 체험형 전시를 통해 성지순례지의 역사가 소개됩니다.

코레스폰댄스
KORESPONDANCE
www.korespondance.cz
현대무용, 모션극, 새 서커스
국제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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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치(Telč)

텔치의 지하
대부분의 주택건물과 캐슬이 있는 곳 지하에
위치한 중세식 지하창고는 꽤 넓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부는 복잡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길이는 약 150m입니다.
한편, 재미있는 상호작용 방식의 전시에서
텔치 및 주변 지역, 그리고 도시 발전사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 지구
199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에 등록된 성당은 산티니의
건축 작품 중 최고의 작품
오스트리아 국경으로부터 30km 떨어져 있고 보헤미아-모라비아 고원 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림
같은 도시 텔치는 비엔나에서 프라하로 가는 중간 지점이자 잊혀진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기회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방문객은 독특한 옛 건물들을 보며 지난 천년
간의 다양한 건축 양식과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 이곳은 유일하게 개발되지 않고 보존된
지역으로, 이 중 가장 압도적인 건물은 르네상스식 캐슬입니다. 도심은 여러 연못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텔치는 모라비아의 베니스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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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 사이에서 (Mezi dvěma branami)
www.telc.eu
복고식 자동차 경주, 1939년 이전 생산
차량의 추억의 주행 및 역사구역 내 광장의
차량 전시와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흐라데츠 출신 자하리아쉬
(Zachariáš z Hradce)와 발렌슈타인 출신
카테르지나 의 역사적 경축 페스티벌
www.telc.eu
텔치의 역사적 축하 페스티벌은 도시 달력에
표시된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흐라데츠
출신 사가랴와 텔치 건축 및 번영에 대해 기여한
그의 공로를 상기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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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르제비치(Třebíč)

성 프로코피우스 바실리카 및 공동묘지가
있는 유대인 지구
2003년, 2018 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에 등록
성 프로코피우스 바실리카는 하늘로 높게 솟은 고딕 양식의
대성당이 한창 건축되기 시작하던 때에 세워진 가톨릭
성당으로 유럽 중세시대의 보석 같은 주요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바실리카의 동쪽 부분 지하에는 바실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는 지하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트르제비치 유적지의 일부는
발렌슈타인 캐슬으로서 원래는 베네딕토 수도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소치나 트르제비치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유대인 문화 유적지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 외부 지역에 존재하는 트르제비츠 유대인
지구는 전 유럽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유대인 지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지구에는 123채의 집, 2개의 시나
고그, 빈민구호소, 시청, 병원 및 유치원 등 이 있습니다.
트르제비츠 유대인 유적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공동묘지입니다. 면적이 11,772m2 에 달하는
이곳의 공동묘지는 체코에 있는 유대인 공동묘지 중 가장 큰
묘지에 속합니다.
트르제비치의 유대인 지구의 집들, 유대인 공동묘지, 성
프로코피우스는 건축학적으로나 도시계획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중세시대에서부터 20세기까지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화가 함께 공존했던 유일한 장소로서의 가치도 있습니다.

부활한 유대도시, 샤마임 축제
(festival Šamajim)
www.samajim.eu
도시 내 유대인 지구를 전쟁 전
체코슬로바키아 시대로 이끄는 문화와
역사 축제
세 개의 두건 축제 (Slavnosti tří kápí)
www.visittrebic.eu
3일간의 역사적인 축제. 역사적인 행렬,
기사들의 결투, 콘서트와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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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치나의 유리공예

Humpolec
Pacov

Chotěboř

9
Havlíčkův
Brod

비소치나의 유리공예는 4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바로 비소치나 지역에는 유리공예 발전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울창한 숲으로부터
유리공장에 충분한 연료를 구할 수 있었고, 유리제조에
필요한 석영 역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소치나에서는 대기업과 독립 예술가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제품에는 투명 유리 커트
글라스, 페인트 글라스, 조명기구 파트, 스테인드
글라스, 융합 유리조각 등이 있습니다.
봄마Bomma, 브로키스Brokis 또는 시저 크리스탈
보헤미아CAESAR CRYSTAL BOHEMIAE
등의 기업은 고품질의 오리지널 유리 및 디자인
유리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젊은 세대
유리 직공 및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소치나 지역의 수많은 소규모 생산업체들이
오늘날에도 종종 완벽한 공예품과 자유로운 예술적
창작품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명한 디자인 유리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다르 나트 사자보우
(Žďár nad Sázavou) 근처 카를로프(Karlov) 에
있는 유리공장 야로슬라프 스보보다 AGS Jaroslav
Svoboda 또는 프르지비슬라프 Přibyslav 의 스튜디오
발네르 아트 글래스Valner Art Glass 사가 그 한 예입니다.
한편, KRYF 사는 전통적인 오버레이 및 투명 리드
크리스탈 제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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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hřim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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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Žďár nad
Sázav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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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유리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명성의
뒤에는 비소치나의 유리장인들이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유명한 전시회에 출품되어 체코 유리를 대표하는
공예품들의 독창성은 비소치나의 유리공장과 숙련된
장인들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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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vské
Budějovice

일러두기(명칭, 소재지/비고):

1. Huť Tasice후트 타시체 /역사적 유리 제조사
2. Ledeč nad Sázavou 레데츠 나트 사자보우
3. Světlá nad Sázavou 스베틀라 나트 사자보우
4. CAESAR CRYSTAL BOHEMIAE
시저 크리스탈 보헤미아
5. Jaroslav Svoboda AGS, Karlov
야로슬라프 스보보다 AGS, 카를로프 / 유리제조사
6. Horácké muzeum Nové Město na Moravě
노베 몌스토 나 모라볘/산악 박물관
7. Crystalite Bohemia, Světlá nad Sázavou
크리스탈 보헤미아 / 스베틀라 나트 사자보우/ 유리 제조사
8. Bomma, Světlá nad Sázavou
봄마 / 스베틀라 나트 사자보우 / 유리 제조사
9. Crystal Glamour, Okrouhlice
크리스탈 글래머, 오클로우흘리체 / 유리 제조사
10. Merry Crystals, Antonínův důl
메리 크리스탈, 안토니누프 둘 / 유리 제조사
11. Gold – Crystal, Hruškové Dvory
골드 크리스탈, 흐루쉬코베 드보리 / 유리 제조사
12. Brokis, sklárna Janštejn
브로키스, 스크라르나 얀슈테인
13. AGC Fenestra, Moravské Budějovice
AGC 페네스트라, 모라브스케 부데요비체 / 유리 제조사
14. Valner Art Glass, Přibyslav
발네르 아트 클래스, 프르제비슬라프 / 스튜디오
15. František Novák, Dobronín
프란티쉬카 노바카, 도브로닌 / 유리 제조사
16. Škrdlovice슈크로들로비체 /유리 제조사
17. KRYF, Červený kříž u Jihlavy
체르비니 크르지슈 우 이흘라비 /유리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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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유리공장 후트 타시체(Huť Tasice)–체코 국가 문화 기념물
Tasice 1, Bělá – Tasice, 584 01 Ledeč nad Sázavou, www.sklarnatasice.cz

유럽 중부 지역 내 가장 오래된 유리
작업장 중 하나로, 18세기식 독특한
야외 유리 박물관. 이 유리 작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
유리 만들기’,유리 전시회,
워크샵 등이 열립니다. 박물관 가이드
투어 중에는 단지에 대한 역사와 유리
생산 및 세공 기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야외 박물관의 한 부분은 체코 글라스
판매소입니다.

모라비아의 산악 박물관 노베 몌스토 나 모라볘
(Horácké muzeum Nové Město na Moravě)
Vratislavovo nám. 114, 592 31 Nové Město na Moravě, www.nmnm.cz

비소치나 지방의 명성 있는 유리
제조사들로부터 수집한 유리공예
콜렉션을 전시합니다. 유리산업 전시회
외에도 스키 제작 방법 및 스키
발전사, 철기제작소, 1930년대의 학교
교실 등에 관한 민속문화 전시회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레데츠 나트 사자보우(Ledeč nad Sázavou) 성
Hradní 701, 584 01 Ledeč nad Sázavou, www.hrad-ledec.cz

비소치나 지역에 새로 조성된 상설 유리
전시회에서 방문객은 기타 내용들과
함께 보헤미아-모라비아 고원, 즉
비소치나 지방의 16 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유리제조 역사 및 그 예술적 발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리 제조사 야로슬라프 스보보다 AGS - Jaroslav Svoboda AGS
Karlov 31, 591 01 Karlov, www.ags-svoboda.cz

야로슬라프 스보보다(Jaroslav Svoboda)
교수의 지도 하에 1990년부터 카를로프
Karlov에 체코 국내 및 해외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오리지널
유리공예 작품들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수작업으로 제작된
분유리(blown glass)입니다.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제작작업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스베틀라 나트 사자보우 성(Zámek Světlá nad Sázavou)
Zámecká 1, 582 91 Světlá nad Sázavou, www.zameksvetla.cz

프라하 장식미술 박물관에서 전시품을
대여해 진행되는 유럽의 유리역사
전시회. 수집품들은 1,000점 이상으로
바로크 시대로부터 19 세기까지의 체코
및 유럽 유리제조업체의 제품들입니다.
인공 폭포가 조성되어 있는 영국식 공원
역시 흥미로운 볼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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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흘라바 (Jihl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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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치나와 정성껏 만든 집밥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신선한 식재료가 현지 전통음식의 맛을 보여줍니다.

요리

비소치나 산악지역은 특히나 감자를 활용한 음식이 유명한
곳입니다. 기후가 감자 재배에 적합하고 주민들은 수확된 농작물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지역에서 풍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비소치나는 많은 농장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시골풍경이 있는
지역입니다. 방문객은 이곳에서 부지런한 현지 주민들의 후한 대접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비소치나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소나
염소의 우유, 치즈, 크림치즈, 고기 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1월 11일은 성 마르틴의 날로, 체코 사람들은 전통 음식인 덤플링과
양배추를 곁들인 구운 거위 요리를 만들고 체코 맥주를 곁들여
먹습니다. 이 전통 음식을 시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맥주 양조업
비소치나는 첫 양조장의 역사가 14세기 초에서 비롯할 정도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오늘날까지도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성공적인 소규모 양조장이 여럿 생겨났습니다. 멋진 황금빛의
음료를 달레쉬체(Dalešice), 트르제비치(Třebíč) 또는 젤리프스키
클라쉬테르(Želivský klášter)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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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치나의 행사

비소치나에서는 수많은 문화 및 스포츠 행사가
열리며, 이 중 일부는 지역과 국적을 불문하고
인기있는 국제적인 행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흘라바(Jihlava)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야로메르지체(Jaroměřice nad Rokytnou)의 페트르
드보르스키(Petr Dvorský) 음악제, 저명한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의 이름을 딴 Mahler
2000 음악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말러 이흘라바 Mahler Jihlava – 수천 개의 음악
축제 (Hudba tisíců)
www.mahler2000.cz
이흘라바 도시와 인연이 깊은 거장 구스타프
말러의 작품에 초점을 맞춘 국제 클래식 음악 축제.
역사적 축제 바르한(Barchan)
Jemnice
www.barchan.cz
1713년에 시작되어 현재 체코의 무형
전통민속문화재로 등재된 3일간의 예므니체
Jemnice 전통 축제.
바출라프 후데첵(Václav Hudeček) 과
함께하는 음악의 휴일
www.visittrebic.eu
바이올린의 거장 바출라프 후데첵(Václav Hudeček)의
후원을 받는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 성
프로코피우스 성의 안뜰과 바실리카에서
개최됩니다.
페트르 드보르스키(Petr Dvorský) 국제 음악제
Jaroměřice nad Rokytnou, Dalešice, Valeč,
Dukovany, Třebíč
www.arskoncert.cz/mhfpd/cz/
저명한 오페라 가수의 이름을 딴 페스티벌이
비소치나 지방의 아름다운 성과 그 정원에서
열립니다.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스타의
라이브 연주를 통한 특별한 경험을 약속합니다.
이흘라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Jihlava
www.ji-hlava.cz
영화제에 참여하는 약 200 여 편의 영화 중
대부분은 이 영화제에서 처음 개봉하며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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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치나의 겨울은 수십 킬로미터의 스키 활강 트레일, 그리고 노베 몌스토
나 모라볘(Nové Město na Moravě)의 바이애슬론 구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스포츠맨, 활동적인 관광객, 방문객에게 적합합니다.

비소치나의 여름
비소치나는 붐비는 도심보다는
휴식과 평온을 찾는 분들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자연에서의 우아한 휴식,
다양한 스포츠, 야외 활동을 위한
훌륭한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3,000 km가 넘는 하이킹
코스와 2,500 km의 자전거 코스가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다수의 인공호수에서 땀을 식힐 수
있습니다. 그중 제일 큰 호수들은
서핑과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천국이고 댐의 저수지는 수상
스포츠와 낚시에 적합합니다.

활강 스키 애호가를 위해 매년 다양한 난이도의 30여 개의 스키 리조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상급인 경사는 특히 아이와 함께 온 가족, 스키 강습
그리고 스키 실력이 중상급인 분에게 적합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짧은 대기시간
그리고 가족 같이 친절한 서비스 환경 등 대형 산악스키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비소치나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숙련된 사람은 보다 지형이 험한
코스를, 자녀를 동반한 가족은 경사가
완만하고 전망이 좋은 코스를 골라

세계 산악자전거 컵
(Světový pohár horských kol)
Vysočina Arena, Nové Město na Moravě
www.mtbnmnm.cz
매년 노베 몌스토 나 모라볘(Nové Město na
Moravě)에서는 사이클 행사가 열립니다.
세계 산악자전거 컵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사이클리스트들이 비소치나
아레나(Vysočina Arena)로 모입니다. 3일간의
대회 첫날은 항상 와일드 이벤트로 시작되고
녹아웃 스프린트 식으로 진행됩니다. 둘째날인
토요일 대회는 크로스컨트리 프로그램, 결승전
당일은 남녀로 나뉘어 월드컵의 하이라이트
경기가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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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치나의 겨울
바이애슬론 월드컵
(Světový pohár v biatlonu):
Vysočina Arena, Nové Město na Moravě
www.biathlonnmnm.cz
노베 몌스토 나 모라볘 Nové Město na Moravě
에 소재한 비소치나 아레나 Vysočina Arena는
MTB 경기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크로스
컨트리 스키 및 바이애슬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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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치나 여행
텔치(Telč)와 로슈테인(Roštejn)
텔치 (Telč)를 방문할 때, 근처의 자연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로슈테인(Roštejn) 성도 같이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성은 45m의 높이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성의 전망대에서 알프스를 조망할 수도 있는
칠강형의 고딕식 탑입니다. 2018년부터는 성 내부에서 사냥 및 사냥기술의 역사에 대한 2개의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트르제비치(Třebíč)와 달레쉬체(Dalešice)댐
비소치나의 남동쪽 지역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호라츠코(Horacko) 배를 타고 달레쉬체(Dalešice) 댐을 따라
매력적인 주변 경관을 구경하며 더욱 큰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이뿐 아니라 1인용 또는 2인용 카약 또는
패들보트 등, 댐의 수면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젤리프스키 클라쉬테르(Želivský klášter)와 리프니체 나트 사자보우(Lipnice nad Sázavou)
고속도로 D1에서 1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젤리프(Želiv) 수도원이 있습니다.
젤리프(Želiv) 의 프레몬트레 수도원은 체코 국가 문화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인기 있는 순례지이자
영적인 회복과 육체적인 휴식을 위한 평온의 가치를 느낄 줄 아는 체코 국내/외 여행자들의 오래된
여행지입니다. 수도원에는 숙박시설, 양조장, 레스토랑, 숲, 들판, 연못 그리고 18세기 초 유명했던 체코
건축가 얀 블라제이 산티니(Jan Blažej Santini)가 건축한 성당 '성모 마리아의 탄생 ‘이 있습니다.
리프니체 나트 사자보우 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14세기 초에 건축된 기념비적 건축물인 중세식 리프니체
(Lipnice) 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의 일부분은 고딕식 소예배당과 넓은 지하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곳에서 고고학 전시회가 열립니다. 성 꼭대기에서는 주변의 모든 지역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리프니체 나트 사자보우 근처에는 화강암 채석장이 있는데 3미터 높이의
채석장 벽면에 조각된 귀, 입, 눈 등의 양각이 국립 스파이 기념물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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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프(Karlov)와 주다르 나트 사자보우(Žďár nad Sázavou)
쥬댜르 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 카를로프 에는 야로슬라프
스보보다(Jaroslav Svoboda)의 유리공장이 있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유리 작업장과 대형 쇼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유리에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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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치나 투어리즘 Vysočina Tourism, 정부 에이전시 지방정부
지원 단체인 Vysočina Tourism은 비소치나 관광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파트너들과 협력해 왔고 비소치나 관광상품을 조직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연락처

Vysočina Tourism
Na Stoupách 144/3
P.O.BOX 85
586 01 Jihlava
Czech republic
E-mail: info@vysocinatourism.cz
www.vysocinatourism.cz
www.vysocin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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