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 팁

더 많은 체험을 위한 관람 팁.
소금샵에서는 매우 특별한 구매 체험
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트 라이헨할
브랜드 월드를 구경해 보세요.

1517년부터 시작된 소금 채굴.
그 독특함을 느껴보세요.
유일무이. 1517년부터 소금 채굴

라이헨바흐 레스토랑: 방문자 출입
구 바로 옆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갱
부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음료, 훌륭
한 음식 및 최고의 전망을 즐길 수 있
습니다.

소리와 영상의 매력.

반사되어 비춰지는 장관.

천상의 소리를 들으며 마법의 소금방이 풍기는 신비로운 분
위기를 즐겨 보세요. 이곳에서는 소금의 기원과 발전이 감
성적인 소리와 영상으로 독특하게 표현됩니다.

여러분은 1시간여 동안 광산 관람을 하시면서 독특한 베르
히테스가덴의 소금 역사와 독일 공학 기술을 직접 보시게
됩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지표면에서 130m 아래에 위
치한 거울 호수입니다. 거울 호수는 천장이 수면에 반사되
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잊지 못할 광경을 체험해 보세요.

갱내 디너쇼: 소금 광산 속 깊은 곳, 숨
막힐듯한 광산의 로맨틱한 분위기 속
에서 요리를 즐겨보세요.

알테 잘리네(Alte Saline): 소금 채굴의
웅장한 본거지, 알테 잘리네 (구 제염소)
도 방문해 보세요.
콤비 티켓(소금 광산과 알테 잘리네)을
이용하시면 비용이 절약됩니다.
매혹적인 쾨니히스제(Königssee)는 소
금광산에서 7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
습니다.

베르히테스가덴 소금 광산은 1517년에 설립되어 500년 넘
게 중단 없이 소금을 채굴해 오고 있으며, 광부들의 끊임 없
는 노동, 특별한 전통 및 흥미진진한 기술 발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즘도 순수한 고산 염수가 여기서 채굴되고 있습
니다. 이 염수는 20km 길이의 염수 파이프 라인을 통해 바
트 라이헨할로 펌핑되고, 그곳에서 고품질 BacFJ| 라이헨할
AlpenSalz로 재가공됩니다.

팩트. 정보.
운영 시간 (연중무휴)
4월 1일~10월 31일: 매일 오전 9시~ 오후 5시 (마지막 투어)
11월 2일~ 3월 31일: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마지막 투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특별 개장
관람 가이드를 동반한 관람만 가능. 관람은 1시간가량 소요되며,
저렴한 가족 티켓을 이용하시면 비용이 절약됩니다.
휴업일
1월 1일, 성 금요일, 성령강림 월요일, 11월 1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31일.
양해를 구합니다
관람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유모차, 백팩, 대형 여행가방 및
애완견의 갱내 반입을 금합니다.
거리
베르히테스가덴 - 뮌헨 150 km | 베르히테스가덴 - 잘츠부르크
27 km | 베르히테스가덴 – 바트 라이헨할 18 km

요

을 해보세

광산 속

운 경험
에서 즐거

광산 갱내. 지하통로 지도.
관람 시작과 끝
소금샵

산속으로 650m 이동

알프스의 보물

무료

오디오 가이드
(16개국 언어로 지원)

두 번째 미끄럼틀
거울 호수

광산 속에서 즐거운 경험을 해보세요

웅대한 첫 인상.

베르히테스가덴 알프스 중심에는 거대한 단층 지괴에서 인
상적인 파노라마 전망을 자랑하는 베르히테스가덴 소금 광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광산은 1517년부터 500년 넘
게 소금을 채굴해 온 독특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
색 금의 세계로 오셔서 알프스 깊은 곳에 위치한 광산의 특
별한 분위기를 체험해 보세요. 바위벽으로 채굴 영역과 분
리된 산속을 광산 기차를 타고 650m가량 들어가면, 스펙
터클한 광부 미끄럼틀이 있는 인상적인 소금 성당을 만나
게 됩니다. 행운을 빌어요!

카이저 프란츠 징크베르크라고도 불리는 소금 성당은 광산
기차를 타고 입구로 들어서면 바로 발 아래에 위치해 있습
니다. 250년 전에는 돌에서 나온 소금이 녹은 물로 이 거
대한 동굴이 천장까지 찼었습니다. 지금은 벽에 소금 결정
구조가 남아 있어 특별한 조명 이벤트의 멋진 배경이 됩니
다.

라이헨바흐 펌프
경사형 승강기

마법의 소금방

맹수갱
터널 굴착

미끄럼틀이 있는 소금 성당

소금 광산 모델 및 영상

유익한 정보. 광산 갱내의 기온은 +12 °C입니다.

방문자는 관람 전에 보호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관람 최소 연
령은 없으나, 유모차는 반입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만 4세 미만의 아동은 소금 광산 입장이 무료입니다. 외
국인 방문객에게는 16개국 언어로 오디오 가이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릴 린싱 플랜트

지하 통로
루트비히2세를 기리는 암염동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