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성의 기념품

2023-2024 

비즈니스 파트너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



1997년 이후 쇤브룬 팰리스 콘서트는 비엔나 
음악과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바로크 쇤브룬 궁전의 오랑제리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클래식 음악회가 열립니다. 
합스부르크 왕조 시대에도 이 곳에서 호화로운 
축제와 멋진 음악회가 자주 개최됐으며,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역사적인 듀얼 공연이 있었던 곳도 
바로 이 곳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쇤브룬 팰리스 오케스트라와 
쇤브룬 팰리스 앙상블은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요한 스트라우스가 작곡한 
꿈결같이 아름다운 음악을 번갈아 연주합니다.

쇤브룬은 훌륭한 분위기를 선사하며, 저희는 
음악의 진정성과 전통을 담아 멋지게 해석한 
공연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훌륭한 음악가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세심한 응대로 방문해주신 분들께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저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일상으로 복귀한 후에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감성의 기념품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쇤브룬 궁전의 오랑제리에서 개최되는 
클래식 음악 콘서트

역사가 된 우리의 이야기



잊지 못할 경험

패키지 1 -

디너 & 콘서트
패키지 3 -

궁전 투어, 디너 & 콘서트

패키지 2 -

궁전 투어 & 콘서트

6:15 p.m.까지 오랑제리 매표소(지도 1번)에서 오전 10
시부터 티켓 수령

6:30 p.m. 콘서트장 인근의 레스토랑에서 3코스 저녁 
식사*

8:00 p.m. 입장 시작

8:30 p.m. 콘서트 시작

약 10:15 p.m. 콘서트 종료

5:15 p.m. 쇤브룬 궁전 입구(지도 3번)에서 합류 및 
티켓 수령

5:30 p.m. 스마트폰을 오디오 가이드로 활용하는 한정 
하이라이트 팰리스 투어 시작

6:30 p.m. 콘서트장 인근의 레스토랑에서 3코스 저녁 
식사*

8:00 p.m. 입장 시작

8:30 p.m. 콘서트 시작

약 10:15 p.m. 콘서트 종료

5:15 p.m. 궁전 입구(지도 3번)에서 합류 및 티켓 수령

5:30 p.m. 스마트폰을 오디오 가이드로 활용하는 한정 
하이라이트 팰리스 투어 시작

8:00 p.m. 입장 시작

8:30 p.m. 콘서트 시작

약 10:15 p.m. 콘서트 종료

쇤브룬의 저녁

 쇤부른 궁전의 지도입니다

단체: 각국의 언어로 제공되는 라이브 가이드와 함 
께 하는 전용 투어를 단돈 150유로로 예약하세요!

*음료 미포함



쇤브룬 팰리스 콘서트
쇤브룬의 저녁

시즌 VIP A B C

1/2~12/23
시작: 8:30 p.m. € 105* € 75 € 65 € 45

12/24
시작: 3:00 p.m. € 115* € 82 € 70 € 54

12/25~12/30
시작: 8:30 p.m. € 115* € 82 € 70 € 54

12/31
시작: 7:00 p.m. € 136* € 96 € 79 € 64

1/1
시작: 4:00 p.m. 및 8:30 p.m. € 136* € 96 € 79 € 64

1월 2일~12월 23일 VIP A B C

패키지 1 - 
디너 & 콘서트 € 144* € 117** € 104 € 86

패키지 2 -
궁전 투어 & 콘서트 € 134* € 107** € 94 € 76

패키지 3 -
궁전 투어, 디너 & 콘서트 € 173* € 146** € 133 € 115

12월 25~30일 VIP A B C

패키지 1 - 
디너 & 콘서트 € 154* € 124** € 109 € 95

패키지 2 -
궁전 투어 & 콘서트 € 144* € 114** € 99 € 85

패키지 3 -
궁전 투어, 디너 & 콘서트 € 183* € 153** € 138 € 124

가격

*VIP 고객은 가장 좋은 좌석에 착석하여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터미션 중 바에서 스파클링 와인 한 잔을 서비스하며, 1인당 CD 1장도 
제공됩니다!

가격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가격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VIP 고객은 가장 좋은 좌석에 착석하여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터미션 중 바에서 스파클링 와인 한 잔을 서비스하며,
1인당 CD 1장도 제공됩니다!
**인터미션 중 스파클링 와인 한 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IP 고객은 가장 좋은 좌석에 착석하여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터미션 중 바에서 스파클링 와인 한 잔을 서비스하며,
1인당 CD 1장도 제공됩니다!
**인터미션 중 스파클링 와인 한 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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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가격을 요청하세요!

B2B 포털에서 예약



Contact

WKE Konzert- & Event Veranstaltungs GmbH
Orangerie Schönbrunn A-1130 Vienna

Sales Department E-Mail: sales@imagevienna.com
Reservation Department E-Mail: office@imagevienna.com

Phone: +43 1 812 50 04-0

www.imagevien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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