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SS MUSEUM OF TRANSPORT
Other attractions

SWISS CHOCOLATE ADVENTURE
스위스 초콜릿 어드벤처

FILMTHEATRE
상영관

MEDIA WORLD
미디어 월드

PLANETARIUM
천문관

Hans Erni Museum
Museum devoted to Lucerne’s popular artist Hans Erni.
Swissarena
Walk-on aerial photo of Switzerland.
Congress
A venue for extra special meetings and events.
Shop
Exclusive chocolate creations from Lindt and a great choice
of items for all ages from the Swiss Museum of Transport.
50% discount with Swiss Travel Pass /Swiss Travel Pass Flex

스위스 교통 박물관
그 밖의 즐길거리
한스 에르니 박물관
루체른 출신의 유명 예술가 한스 에르니(Hans Erni)에게 헌정한 박물관
스위스아레나
스위스 상공에서 찍은 항공 사진 위를 거닐어 보는 체험관
회의 시설
특별한 회의 및 이벤트를 위한 장소
숍
린트(Lindt) 사의 한정판 초콜릿을 비롯한 남녀노소를 위한 스위스 교통
박물관의 각종 기념품
스위스 트래블 패스/스위스 트래블 패스 플렉스 소지 시 50% 할인

30 min. by foot / 도보 30분
10 min. / 10분.
station

10 min. / 10분.
8 min. / 8분.

Swiss Museum of Transport
Lidostrasse 5, 6006 Lucerne, Switzerland
+

verkehrshaus.ch / +41 41 375 75 75

Open daily!
10 am – 6 pm Summer time
10 am – 5 pm Winter time
© SBB

연중무휴!
하계: 10:00-18:00
동계: 10:00-17:00

Chocolate, pralines, cocoa
beans: out and about in
Africa and in the Swiss Alps.
Insights into the making of
chocolate.

Nature, animals, adventures:
explore new countries and
investigate the wildlife. On
Switzerland’s largest screen.

TV studio, green box, selfies:
announce the news yourself
and view the world through
VR goggles. Carve a
multimedia path through life.

Planets, moons, galaxies:
walk on Mars and fly through
the Milky Way. To the very
edge of the universe.

초콜릿, 프랄린, 카카오 열매:
아프리카와 스위스 알프스를
오가는 여정.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대자연, 동물, 탐험: 스위스
최대 크기의 스크린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그곳의 야생을 살펴봅니다.

TV 스튜디오, 크로마키, 셀카:
직접 뉴스를 진행해보고 VR
고글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보세요.
기억에 남을 멀티미디어 체험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행성, 달, 은하계: 화성을
거닐고 은하수 사이를
날아봅니다. 우주의 끝까지
체험해보세요.

SWISS MUSEUM
OF TRANSPORT
스위스 교통 박물관

SWISS MUSEUM OF TRANSPORT
스위스 교통 박물관

Open to discoverer.

탐험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Switzerland’s most-visited museum is a place to experience the
history of road-, rail, water- and air-borne mobility, as well as that
of space travel. Its interactive attractions are sure to win you over
– whatever the weather. Switzerland’s largest cinema screen in
the Filmtheatre presents documentary films in XXL format.
Meanwhile, the country’s largest, most modern Planetarium
offers 360-degree flights to the stars. The Media World is where
you’ll unearth new communication trends. And discover how
famous Swiss chocolate is made from cocoa beans at the Swiss
Chocolate Adventure visitor experience.

스위스 내 박물관 중 방문객 수 1위를 자랑하는 이곳은 도로, 철도, 수상,
항공 교통편을 비롯해 우주여행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인터렉티브한 실내 즐길거리 덕분에 날씨에 상관없이 충분히 관람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최대 규모의 스크린이 설치된 상영관에서 웅장한
규모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선사합니다. 또한, 스위스 최대, 최신 설비의
천문관에서는 행성으로의 360도 비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월드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트렌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스위스
초콜릿 어드벤처에서는 카카오 열매가 그 유명한 스위스 초콜릿으로
가공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AD TRANSPORT
도로 교통

AVIATION AND SPACE TRAVEL
항공 및 우주여행

RAIL TRANSPORT
철도 교통

NAVIGATION AND TOURISM
해상 교통과 관광

Racing, mirror maze,
motorcycles: choose your
dream car and climb aboard
a penny-farthing.

Helicopters, rockets, flight
simulators: experience the
adventure of flying and
discover space travel.
Ready for take-off?

Locomotives, crane simulator, Gotthard Base Tunnel:
travel on rails and transfer
freight. Next stop: Lucerne.

Steamships, submarines,
aerial cableways: explore
the underwater world and
ascend mountains.
Full steam ahead.

헬리콥터, 로켓, 모의 우주선:
하늘을 나는 모험과 우주여행을
경험하세요.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기관차, 모의 크레인,
고타드 베이스 터널: 기차를
타고 여행하며 화물을
운송합니다.
다음 역은 루체른입니다.

증기선, 잠수함, 케이블카:
수중 세계를 탐험하고, 산을
오릅니다. 전속력으로 전진.

경주, 거울 미로, 오토바이:
꿈속에서 그리던 드림 카, 혹은
클래식한 매력의 페니파딩
자전거에 올라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