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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enbrunn Palace Orangery

빈 제국과 쇤브룬 궁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

다. 옛 황제의 관저였던 이곳에서는 ‘시시’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엘리자베트 황후 (1837-1898)가 오랑제리(식물원)의 이

국적인 꽃과 식물을 보며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바로크 식

물원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식물원인 이 오랑제리는 이며 합스

부르크 시대에는 레몬 열매나 화분이 겨울을 나는 숙영지일 뿐만 아

니라 이 식물원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호화로운 축제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콘서트 중 하나인 1786년의 콘서트에서 볼프강 아마데우

스 모차르트와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음악 역사상 거의 유일한 음악

적 경연을 벌였습니다. 오랑제리는 모차르트가 음악을 연주한 곳이

며, 그고 그의 유명 작품들이 작곡되었고 이곳에서 초연되었습니다

.  바로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음악적 전통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쇤브룬 궁전 음악회는 빈의 문화 및 음악 생활의 확고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모차르트가 살아있던 시대에는 쇤브

룬 궁전과 오랑제리는 있었지만, 빈 음악협회나 빈 국립 오페라극장

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랑제리는 빈의 가장 오래

된 음악 공연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랑제리는 1996 년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쇤브룬 궁전 오케스트라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요한 슈

트라우스의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멜로디로 오리지날 오페라 하우

스에서 매일 변화하는 콘서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음악효과를

위해 정교하게 개조되었으며 문화재로 등재된 콘서트 홀은 독특한

음향과 함께 오랑제리 가든의 장엄한 경관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음악회의 제 1 부에서는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돈 조반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전주곡과 아리아와 이중창이 연주됩니다

. 제 2 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 왈

츠, 폴카 곡들을 들으시게 됩니다. 즉 슈트라우스의 “박쥐”, “집시

남작” “도나우 왈츠” “라데츠키 행진곡” 등입니다. 소프라노 및 바리

톤 오페라 가수 두 명과 매혹 넘치는 발레 무용수 한 쌍이 밤의 음악

회 내내 여러분을 동행합니다. 빈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직접 체험

해 보십시오!

빈은 세계적인 음악의 수도라 여겨집니다. 쇤브룬 궁전 투어와 오

랑제리 음악회 방문은 빈 여행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회만을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궁전 안내와 디

너 그리고 음악회를 모두 아우르는 특별한 음악 패키지를 제공합니

다. 이 여름밤 패키지 프로그램 덕분에 낮에는 빈 시내에서 쇼핑 투

어를 다닐 시간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프로

그램을 통해 비엔나의 잊지 못할 추억을 여러분에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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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rie Schönbrunn
Eingang Schloss Schönbrunn
Café Restaurant Residenz | Hofbackstube
Kaiserhof Schloss Schönbrunn
Marionettentheater
Vienna Sight Seeing Tours  Hop on Hop Off
Tiergarten Schönbrunn
Schlosstheater Schönbrunn
Courtyard Hotel Wien Schönbrunn

Schoenbrunn Palace Orangery
Main Entrance to Schoenbrunn Palace
Café Restaurant Residenz | Court Bakery
Schoenbrunn Palace Imperial Courtyard
Marionette Theater
Vienna Sight Seeing Tours  Hop on Hop Off
Schoenbrunn Zoo
Schoenbrunn Palace Theatre
Courtyard Hotel Vienna Schoenbru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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