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차르트 하우스 (Mozarthaus) 비엔나
음악 천재의 삶과 예술의 중심지
오스트리아에 있는 모차르트 하우스 비엔나를 방문하시면 모차르트가 생활하며,
그가 살았던 여느 곳에서보다 가장 많은 음악을 작곡했던 아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빈에 사는 동안 거쳐간 집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아파트입니다. 모차르트 팬이라면 국적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3 층에 걸친 전시공간을 통해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와 그의 주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창작성이 정점에 달했던 위대한 작곡가의 빈 시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하우스 비엔나(Mozarthaus Vienna)의 방문객은 상설 전시회 외에도
매년 교체되는 특별전시회를 관람하실 수 있으며, 입장료에는 이 특별전시회의
입장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정보
모차르트 하우스 (Mozarthaus) 비엔나
빈 박물관 모차르트 아파트 포함
A-1010 Wien, Domgasse 5
매일 10 시에서 19 시까지 (마지막 입장 : 18 시 30 분)
전화.: +43 1 512 17 91
이메일 ticket@mozarthausvienna.at

오시는 길
대중교통:
지하철 U1, U3 또는 버스 1A 슈테판
광장(Stephansplatz)

연락, 협력 및 여행 마케팅 담당:
니나 뇌리히석사 (Mag.ª Nina Nöhrig)

버스 주차장 : 스웨덴 광장,
시립공원(Schwedenplatz, Stadtpark)

전화:.: +43 1 512 17 91-30, Fax: +43 1 512 17 91-91
이메일: n.noehrig@mozarthausvienn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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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문화상품점과 카페
박물관 문화상품점에서 모차르트를 주제로 한 다양한 각종 기념품 및 선물용품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콘서트홀에서 열린 다양한 이벤트를 녹화한 DVD 와 CD 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 층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셀프서비스 카페가 있어 따뜻하거나 찬
음료를 마시거나 간단한 스낵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 하우스 비엔나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어 제한 없이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 협력 파트너를 위한 유리한 조건



협력 협정에 의한 특별 요금 및 상품권에 의한 결제



정보 자료, 폴더, 보도 사진의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인 가이드, 대화형 워크숍, 개인 콘서트
고객의 요구에 맞는 개별 이벤트의 개발
일반 입장 시간 전과 후의 특별 관람

입장료 및 예매



구분

일반 고객 입장료

파트너 입장료

성인

€ 11,- / 티켓당

€ 8,- / 티켓당

노인 및 대학생 할인 요금

€ 9,- / 티켓당

€ 6,50 / 티켓당

단체요금 (10 명 이상)

€ 8,- / 티켓당

€ 6,50 / 티켓당

성인용 음악의 집 콤비 입장권

€ 18,- / 티켓당

€ 14,- / 티켓당

음악의 집 콤비 입장권 할인 요금

€ 12,- / 티켓당

€ 10,- / 티켓당

성인을 대상으로 한 13 개 언어 무료 오디오 가이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체코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헝가리어,
러시아어, 한국어, 중국어)



6 세에서 12 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오디오 가이드 (독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학생 단체 입장료
15 세 미만의 학생: 2, 50 유로
19 세 미만의 학생: 4, 50 유로
빈 카드(Wien Karte)를 소지하신 분께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비엔나 패스(Vienna Pass)로는 무료입장



단체일 경우 예약을 부탁드리며



한 단체는 25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단체의 인원의 수가 많으면 나누어서 10 분 단위로 입장하게
됩니다.



모차르트 하우스 비엔나에서 인증을 받은 가이드는 개별 방문객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모차르트
하우스를 투어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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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이벤트 - 인센티브
가이드 투어
모차르트의 세계를 개관하는 일반 투어뿐만 아니라 특정 테마 투어(모차르트의 음악,
모차르트의 여행, 모차르트와 프리메이슨 등)도 미리 알려주시면 나이에 맞추어 각각의
언어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 투어 요금(각각의 조건에 의한 입장료에 추가)


어린이 그룹에 대한 가이드 투어 25 유로-



성인그룹에 대한 가이드 투어 60 유로(소요 시간: 약 60 분-특별한 요청에 의한
장시간의 투어도 가능)



특별 전시회를 포함한 30 분간의 하이라이트 가이드 (독일어):.매주 일요일
11 시 (유효한 입장권을 지참하면 무료)

워크숍
유명한 모차르트 쿠겔(Mozartkugel)의 달콤함을 직접 만들어 보시고 싶습니까? 모차르트
시절의 춤을 배우고 싶습니까? 1 시간 30 분에 걸친 "모차르트쿠겔 만들기" 또는
"모차르트의 시절의 댄스 연습" 등과 같은 워크숍을 통해 개성 있는 탐방을 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를 제대로 체험하고 그의 세계를 모든 감각을 통해 경험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완벽!

일반 소비자 일 인당 가격
협력 파트너사 일 인당 가격

성인

어린이

15 유로
(부가세 포함)
12 유로
(부가세 포함)

8, 50 유로
(부가세 포함)
7, 50 유로
(부가세 포함)



최소 참가인 수: 10 명
최소 요금은 10 명에 근거하여 설정됩니다!!!



최대 참가인 수: 40 명

콘서트 서비스
오스트리아 명품 피아노 제작업체인 뵈젠도르퍼의 협찬하에, 저희는 콘서트 및 이벤트
홀에서 일반 방문객을 위한 콘서트를 주최하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전용 이벤트를 위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위한 서비스
박물관 및 콘서트
특별전을 포함한 박물관 입장
13 개국 언어로 제공되는 오디오 가이드
모차르트 하우스 비앤나의 개별가이드–
1 시간
모차르트 명작품으로 구성된 개별콘서트60 분
일반 소비자 일 인당 가격
협력 파트너사 일 인당 가격


일반


비지니스





24.50 유로
(부가세 포함)
22 유로
(부가세 포함)


27 유로
(부가세 포함)
24.50
유로
inkl. MwSt.
(부가세 포함

최소 관객 수: 25 명
최소 요금은 25 명에 근거하여 설정됩니다!!!



콘서트당 최대 관객 수: 70 명 (인원수가 많을 경우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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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여행하시는 분을 위한 서비스


여름 콘서트 : 모차르트가 오늘날의 모차르트 하우스 비엔나에서 작곡한 음악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그대로 연주됩니다! 박물관 방문을 아름답게 마무르는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여름철에는 모차르트 하우스 비엔나의 역사적인 뵈젠도르퍼 홀에서
매주 한 시간 피아노 콘서트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일 인당 가격
협력 파트너사 일 인당 가격



콘서트

콘서트 및 박물관

25 유로
(부가세 포함)
20 유로
(부가세 포함).

29 유로
(부가세 포함)
21, 50 유로
(부가세 포함)

콘서트 프로그램 :콘서트 프로그램 일정http://www.mozarthausvienna.at/site/konzerte 에서 공연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홀 대관
저녁 식사 모임이든지 개인적인 파티든지를 불문하고, 현대적인 기술과 역사적인
분위기를 지닌 저희 이벤트 홀에서라면 모든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홀은 최대 75 명까지의 콘서트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리셉션이라면 최대 백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일 대관료(9 시부터 18 시까지): 900 유로 ,- 부가가치세 미포함

시간제 대관료(최소 3 시간): 200 유로 ,- 부가가치세 미포함



저녁 대관료(18 시부터 24 시까지): 1250 유로 ,- 부가가치세 미포함
콤비 서비스(저녁 대관을 포함한 일일 대관료): 1500 유로 ,- 부가가치세
미포함.
음악 또는 다른 예술 등의 부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적절한 음악가와 예술가를 선정하는 데 기꺼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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