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교통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철도 교통

도로 교통

증기 기관차, 철도 모의 장치, 세계 최장
철도 터널인 고타드 베이스 터널.

경주, 거울의 세계, 오토바이: 꿈속에서
그리던 드림 카, 혹은 클래식한 매력의 페니파딩
자전거에 올라보세요. 그럼 준비하시고, 출발!

OFFIZIELLE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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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타드 철도 모델 (소요시간: 8분)
독특한 나선형 터널과 함께 고타드 북측 램프를 보여드립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마다

4

열차 모의 장치
고타드 베이스 터널을 비롯한 스위스의
철로에서 마치 기관사가 된 것처럼 기차를 운전해봅니다.

7

몬테베르디 전시(2층)
스위스 최후의 자동차 제조 업자인 페터 몬테베르디의 작품.
이 컬렉션은 스위스 산업 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10

거울의 세계
“보거나 혹은 보여지는” 신비로운 거울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

고타드 베이스 터널
축적 1:1000으로 만든 57m 길이의 미니어처 터널.
2016년 개통한 세계 최장의 철도 터널을 경험하세요.

5

드라이지네 경주
손수레를 가지고 가상 철로에서 펼치는 흥미진진한 경주.
이 구간에서 누가 더 빠를까요?

8

세계의 거리(2층)
실크로드부터 루트 66까지 오직
도로만으로 이루어진 세계 지도를 만나보세요.

11

카 시어터
투표 쇼: 버튼을 눌러 가장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골라보세요.
오전 10시 30분부터 30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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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KEHRSHAUS

스위스 교통 박물관
3

facebook.com/verkehrshaus
instagram.com/verkehrshaus

스위스 최초의 전기 트램(1888)
관광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브베몽트뢰-시옹 루트와 스위스 초콜릿의 전파.

6

크레인 모의 장치
진짜 크레인 운전자처럼 화물 컨테이너를 트럭에서 철도
차량으로 옮깁니다.

9

모터사이클(3층)
스위스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하는
다채로운 오토바이의 단면.

해상 교통과 관광

항공 및 우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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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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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충돌 테스트
벽을 향해 시속 10km로 주행하며 충돌하는 느낌이 어떤지
직접 체험합니다. (체험 시간은 전시관에서 확인.)

알아 두면 좋은 정보

개관 시간
여름 오전 10시~오후 6시
겨울 오전 10시~오후 5시

티켓
온라인에서 박물관, 상영관, 천문관,
스위스 초콜릿 어드벤처 티켓을 판매합니다:
www.verkehrshaus.ch

루체른 역에서 오는 법
기차(S3 또는 Voralpenexpress)로 8분 소요,
“Luzern Verkehrshaus” 역 하차. 시간표: www.sbb.ch

알아 두면 좋은 정보
개관 시간
여름 오전 10시~오후 6시
겨울 오전 10시~오후 5시

Swiss
Chocolate
Adventure

스위스 초콜릿 어드벤처
최상의 스위스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나요?

상영관
Filmtheater

스위스 초콜릿의 원료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티켓
온라인에서 박물관, 상영관, 천문관, 스위스 초콜릿 어드벤처
티켓을 판매합니다:
www.verkehrshaus.ch

버스(No.6 ,8, 24)로 10분 소요, “Verkehrshaus” 역 하차.
시간표: www.vbl.ch

40분간 기묘한 세계를 탐험합니다. 매우 작은
물체를 클로즈업하여 보고, 거대한 것은 실제
사이즈로 보여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상을
체험합니다. 영어로 진행합니다.

“Verkehrshaus-Lido” 선착장에서 배로 10분 소요.
시간표: www.lakelucerne.ch
13

메조스카프(잠수함)
잠수함 오귀스트 피카르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룹당 최대 8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관람 시간은
전시관에서 확인하세요.

16

14

투어리즘 플리퍼
거대한 핀볼 기계 안의 공이 보트, 기차, 포스트버스를 타고
스위스 곳곳을 여행합니다.

15

세계 최초의 T-바 스키 리프트(모형)
다보스 스키 스쿨의 수장 에팅거는 볼겐 스키장의 리프트를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디자인한 T-바로 바꿨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체험관에서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 초콜릿 어드벤처는
초콜릿의 발견, 기원, 생산 그리고 운반까지
체험하고 배워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위스 라이브맵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 사진 위를 걸어보세요. 라이브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스위스의 철도/항공 교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우주에서 스위스 교통 박물관으로(꼭대기 층)
스위스의 우주 비행사 클로드 니콜리에가 1992년 우주에
설치했던 무인 연구 플랫폼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17

곤돌라 객차에서 바라보는 광경
진짜 케이블카 기둥에 매달린 곤돌라에 앉아 박물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봅니다.

20

공중 의료 지원
구조 헬리콥터와 친숙해지고 다운워시(비행기 날개 뒤에서
생겨나는 기류) 효과를 경험합니다.

23

하늘을 나는 자전거
핸드 크랭크를 잡고 미끄러지듯 누워보세요. 이 모험에 도전할
수 있겠나요? (체험 시간은 전시관에서 확인.)

18

루체른 도시 모델
루체른의 교통 통행량, 대중교통편, 그리고 이 모델에 구현한
홍수 시뮬레이션도 감상합니다.

21

필라투스 PC-6 포터 예티(모형)
해발 5,750m로 등반가를 실어 나른 이 비행기는 세계 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24

비행기와 헬리콥터 모의 장치
파일럿의 화려한 비행술을 경험하세요. 헬리콥터를 타고
루체른 호수 너머 알프스까지 비행한 후 되돌아옵니다.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대각선을 축으로 회전하는 큐브에 걸어 들어갑니다. 큐브
안에서 방향을 잃기 쉬우니 유의하시길.
(체험 시간은 전시관에서 확인.)

가방/로커
로비에 로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CHF 2.00
현금지급기
현금지급기는 박물관 주 출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쇼핑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할 만한 스위스 교통 박물관의
기념 아이템과 장난감을 판매합니다. 또한 린트 초콜릿의 수석
쇼콜라티에가 만든 교통 박물관 한정 초콜릿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메르카토: 온 가족을 위한 다양한 메뉴.
레스토랑 피카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기세요.

미디어 월드

라운지: 음료나 스낵을 판매합니다.
Media World

포토 스폿
완벽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미디어의 다채로운 세계를 발견하세요. 열 개가
넘는 인터렉티브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 방송을 제작하고, 편집실을 사용하면서 최신
미디어 기술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문관
Planetarium

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세요. 날씨에 관계없이,
최신 기술을 이용해 천문관의 돔형 천정에 별이
총총한 하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 잊지 못할 우주 산책을 경험하세요.

호숫가 산책로를 따라 걸어서 30분 소요.
자동차 이용 시
리도슈트라세와 맞은편 거리에서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 앞 8곳의 단기 주차구역(2시간 주차 가능), 4곳의 장애인
주차구역, 3곳의 전기차 고속 충전소(인포메이션 참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