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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탈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탈린을 찾아주시는 소중한 친구 여러분들에게. 

여행은 우리 생활방식 가운데 변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모든 여행자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이미 통찰력을 갖춘 여행객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스타일을 겸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유산과 중세적 분위기의 구시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화행사와 다양한 쇼핑의 기회 등을 겸비한 
탈린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아주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탈린은 이미 중세시절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열린 
도시로서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많은 이들이 
저희 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주었고,모두 성대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탈린에서 여러분은, 중세와 현대건물이 
만드는 조화, 번화한 거리의 활기찬 소리와 함께 다양한 
문화의 영향 하에 빚어진 역사의 풍광이 눈 앞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차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탈린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만이 아닌. 
현대적이고, 매력적이고 능률적으로 설계된 컨퍼런스 시설도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2011년 유럽 문화수도인 탈린은, 유구한 역사로부터 활기찬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탈린의 
시장으로서 저는, 탈린은 충분히 방문해볼 가치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에스토니아에서 보내신 그 순간을 영원히 가슴에 
품게 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을 탈린에서 맞이할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탈린 시장, 에드가르 사비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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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정보의 
오류나 누락, 혹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탈린관광청과 컨벤션 사무국은 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사용하실 경우, 현지 최신 정보와 환율에 
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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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관련 정보

총면적 45 227 km2
기후  7월 평균기온 + 19  (2006년 기준) 

 2월 평균기온 – 7.3  (2006년 기준)

인구 1 342 000 (2007년 1월 1일 기준)

시간대 GMT +2 (동절기) 

 GMT +3 (하절기)

언어 에스토니아어

에스토니아의 현지 화폐 단위는 에스토니아 크론(EEK)입니다.  

 1 EUR = 15.65 EEK 

 1 EEK = 100 센트 (sent)

2004년 5월 1일자로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1일자로 에스토니아는 셴겐  

비자협정체결국이 되었습니다.  

 

탈린 관련 정보

총면적 159.2 km2
섬(1) 아에그나(Aegna) 섬 3.04 km2
호수(2) 하르쿠 (Harku) 호수 1.7 km2,  

 윌레미스테 (Ülemiste) 호수 9.4 km2
해변  46km
내륙경계 59km
인구 399 860 (2007년 4월 1일 기준) 

 인구밀도 1km2당 2 512 명 

 에스토니아인 47.5% 

 러시아인 34.7% 

 우크라이나인 3.5% 

 벨로루시인 2.0% 

 기타 12.3%

종교 30% 루터교 

 28% 러시아 정교 

 3% 가톨릭 

 전 에스토니아 인구 중 대략 20%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공휴일

1월 1일  신년

2월 24일  독립기념일. (1918년 1차 공화국 선포일)

4월 10일  성 금요일

4월 12일  부활절 일요일

5월 1일 노동절

5월 11일  성령강림절

6월 23일  승전기념일

6월 24일  하지축제

8월 20일  재독립기념일 (1991년 소련에서의 독립)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2월 26일 선물의 날

대한민국

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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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의 발견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에스토니아의 
수도는 과거가 여전히 살아 약동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최근 수 십년간 기술집약적인 대규모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매진해 온 탈린, 그러한  수도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에스토니아인들이지만, 이 도시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은 과거와 현재와의 만남이라는 데에는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탈린이라는 왕관 위에 올려진 가장 값진 진주는 무엇보다도 
구시가지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중세풍의 시가지일 것입니다. 
11세기에서 15세기에 기간 동안 형성된 문화 유산들과 구비구비 
이어진 자갈길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도 굳건히 그 자리에 서있는 견고한 
성벽들과 불에 타지 않는 건축재료들만을 사용하도록 한 도시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조상들의 그런 선견지명 
때문에 수 백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다니던 그 자리를 쭉 지켜온 
성당들과 광장, 탑들 그리고 줄 지어 이어진 뾰족한 지붕의 
건물들로 가득한 구시가지를 21세기의 사람들 역시 거닐 수 
있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곳이 북유럽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구시가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1997년 유네스코가 탈린의 
구시가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울 만한 
일도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중세시절의 느낌을 완벽히 
전달해줄 곳은 탈린 구시가지 외에는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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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의 박물관과 
명소입장 무료
시내 관광 무료
시내대중교통 무료
상점과 식당 내에서 
할인혜택

www.tallinncar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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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전
이 지역의 인류 초기 정착을 보여주는 최초의 유적은 해랴페아

(Härjapea) 강 근처 켈드리메에(Keldrimäe)에서 발견된 바 있지만, 

실질적인 탈린의 전설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경 요새와 마을이 

지어지던 현재 탈린 시 외곽에 자리 잡은 이루(Iru)라는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요새들은 11세기 

중반에 파괴되고, 현재 탈린의 중심부 톰페아 언덕 위 린다니세

(Lindanise 다른 말로는 콜리반 Kolyvan)라는 요새가 들어섰습니다. 

이 요새는 고대 에스토니아 북부 영토였던 래발라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현재 탈린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핀란드 만을 오가는 무역이 번성하기 시작하던 9세기와 10세기 

탈린은 항구로서 중요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보다 500여 년 전부터 스칸디나비아인들과 러시아인들이 

현재 탈린 저지대에 임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지만, 정확한 역사적 자료는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덴마크와 독일 지배 시대
탈린의 역사에 대해 기록된 가장 신빙성 있는 기록은 리보니아 
(현재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를 통틀어 이르던 말)의 헨릭이 
기록한 사기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기는 덴마크의 
왕인 발데마르 2세가 이끄는 군대가 1219년 린다니세 요새를 
점령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덴마크는 
탈린을 포함한 에스토니아 북부 지역을 1세기가 넘게 통치하기 
시작하지만, 1227년과 1238년 잠시 라트비아 리가에 진출했던 
독일 기사단들에게 잠시 이 지역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1248년 5월, 덴마크의 왕 에릭 4세는 
탈린을 여타 독일 중세 상업 도시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자치도시로 승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승격인정서에 이 도시 상원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탈린 저지대에 이미 이전부터 자치정부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3세기 탈린은 마침내, 중세 시절 북유럽 
무역을 좌지우지하던 막강한 도시들의 연합체인 한자 동맹에 
가입합니다. 그 후 덴마크 국왕이, 국가 내부적인 정치적 
난국과 재정 부족의 문제로 탈린이 속한 북부 에스토니아의 
영토를 독일 기사단에 팔아버렸고, 그 결과 14세기에는 

탈린 지배세력에 내부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347
년 독일기사단이 탈린의 지배권을 리보니아 자치정부에 
건네주었고, 마침내 리보니아 기사단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스웨덴 지배 시대 
1558년에서 1583년까지는 러시아, 스웨덴, 폴란드와 덴마크 
4국이 북부 발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벌였던 리보니아 
전쟁이 벌어지고, 에스토니아는 그 전장 한 가운데 서고 
말았습니다. 1561년 러시아 군의 침공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탈린 시와 현재 에스토니아 북동부 지역인 하류 비루
(Harju-Viru) 기사단은 스웨덴과 함께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지만, 끝내 전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570년부터 1571
년까지, 그리고 157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 군은 탈린을 
포위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단 한번도 도시를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스웨덴은 그 지역을 150
년간 지배했습니다. 
스웨덴 점령 기간 동안에도 탈린은 여전히 스웨덴령 
에스토니아 지역 정부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 국왕은 탈린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도시로서의 권리와, 형식상이긴 했지만, 자치정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정 러시아로의 복속 
1700년에서 1721년까지는 발트 전 지역은, 이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경합을 벌인 스웨덴과 러시아가 벌인 북부 전쟁으로 다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1710년 9월 26일 탈린은 러시아에 아무런 
공격도 해보지 못한 채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항복문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탈린 시의회는 여전히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도시로서의 권리도 보장되었고 독일어 역시 
지역의 공용어로서 널리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탈린이 러시아 제국에 복속된 이후 당시 러시아 황제였던 
표트르 대제는 탈린에 군사 항구를 짓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1714년과 1722년 건설된 구(舊) 항구에 문을 연 해군 물품 
공장은 당시 최초이자 최대 산업시설이었습니다. 19세기 
초반에는 제지공장, 성냥 공장 및 기계 생산 시설도 문을 
열었습니다. 1870년에는 탈린과 상트페테르부르그 및 그 

탈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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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제정 러시아의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완공되어서 
괄목할 만한 무역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기계 설비와 펄프, 
제지 공업 등의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1877년에 설립된 
합판과 가구 공장은 서유럽, 특히 영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20세기와 현대 
2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탈린의 역사를 크게 
바꾸어놓았습니다 1918년 에스토니아는, 혁명 이후 재정난에 
처한 러시아로 인해 힘의 공백에 놓이게 되었지만, 여전히 
독일과는 대치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해 2월 24일 에스토니아 
구제 위원회라는 단체가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독립과 함께 
전쟁에서의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곧 이어 독일이 침략하지만 
독일에서 11월 혁명이 발발했고 점령군이 에스토니아에서 
철수하면서 정권은 에스토니아 지방 정부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에스토니아 신생 정부는 러시아 볼셰비키 군대에 
맞서기 위한 방어체제에 돌입하여 에스토니아 독립전쟁이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13개월이나 지속되었고,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영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타르투 평화 
조약에 서명하면서 마침내 종전되었습니다. 탈린은 독립을 
이룬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1939년 가을, 소련과 독일 사이에 독소불가침조약이 체결되어 
전 유럽을 갈라놓자 발트3국은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1940년 6월 소련 군대가 에스토니아를 
점령하면서 공화국 정부는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의 
전세에 변화가 생겼고, 1941년 8월 28일 탈린에 독일군들이 
입성하여  이 지역을 3년 간 지배하였습니다. 1944년 5월 9일 밤 
소련 공군이 저지른 폭격으로 인해 탈린 시민 중 약 550명이 
사망하고, 5,073 동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탈린 구시가지의 피해상황은 아주 적어, 하류 거리와 
성 니콜라스 성당만 심한 피해를 입은 정도였습니다. 1944
년 9월 23일 소련이 에스토니아를 재점령했고, 그들은 이 
지역을 무력으로 소련의 일부로 복속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로서,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수도가 된 
탈린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걸쳐 광범위한 산업화를 
겪게 되었고, 밀려오는 러시아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거지 개발도 대규모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소련 시스템 자체의 헛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해, 1991년 8월 20
일, 크레믈린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후, 에스토니아는 다시 
독립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탈린은 북유럽 최대의 관광대국이라는 목표 
이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에스토니아는 나토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발트의 호랑이
에스토니아는 인터넷 연결도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발트해의 호랑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도 미약하고 컴퓨터조차 찾아보기 
힘들던 1990년대 초, 에스토니아가 스카이프을 개발하고 모든 
공공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온 국민들에게 제공되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날, 고풍스런 거리들이 구불구불 이어진 중세 
구시가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21세기의 아이콘인 
스카이프 (Skype)의 최신식 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통신 
소프트웨어인 스카이프는 2003년 니클라스 젠스트롬과 
야누스 프리스에 의해 탈린에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스카이프는 1 억 7천 명 이상의 가입자들이 사용하며 28
개의 언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거의 지구 전체에서 사랑 받고 
있습니다. 2005년 스카이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유럽의 
브랜드 제3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고 수준의 무선인터넷사용범위, 
공공장소에서의 무료 인터넷 연결, 고도로 발달된 휴대전화망, 
그리고 전자화된 다양한 공공서비스 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은 주차비용과 버스요금을 휴대전화를 
통해서 결재하며, 복권 역시 휴대전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신고의 무려 84%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총선에 참여한 세계 
최초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공서비스의 전자화 덕분에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로서의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자랑하는 기반시설로서는 몇 개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X-로(路, 에스토니아어로 
X-tee)로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ID카드를 이용하여 
공공업무에 접근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X-로 
시스템을 통해 일반국민, 공무원 그리고 사업가들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미 여권을 대용하는 차원을 넘어선 ID카드를 이용하여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신분을 증명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인터넷 뱅킹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은행 업무의 90%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에스토니아의 전자개혁의 선두에 서있는 곳이 바로 
탈린입니다. 모든 학교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있고, 상당수의 
학교가 전자학교(eSchool)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학교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고, 품행을 
평가하고 과제를 하달하며, 그 모든 결과는 인터넷상으로 
안전화된 비밀번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개됩니다. 

에스토니아는 인터넷 가상세계인 세컨드 라이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사관을 열기도 했습니다. 대사관은 에스토니아 
공화국 수립 9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고 
화상 기자회견과 강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2007년 봄에 있었던 사이버 테러는, 전자정부에 
사활을 거는 에스토니아가 언제라도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되어주었습니다. 요컨대, 에스토니아는 
종이가 사용되지 않는 정부로 탈바꿈하고 전자 정보로의 더 
용이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다른 나라들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 저지대 

1. 시청광장
탈린 구시청사 앞에 자리잡은 시청광장은 근 7세기 
동안 탈린 시민들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시청사가 지어지기 전부터 시장나 축제, 심지어 
사형집행이 열리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광장은 도시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여름이면 노천카페들이 들어차고 야외공연과 수공예품 시장, 
중세 시장 등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겨울이면 크리스마스 
시장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 옆에는 1441년부터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달 동안 세워집니다. 
시청광장은, 중세 카니발에 모태를 두고 있는 구시가지 축제
(The Old Town Days festival)가 열리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축제는 퍼레이드나 중세 기사의 마상시합 같은 중세 시절의 
전통을 다시 현대로 불러모읍니다. 

2. 구(舊)시청사
Raekoja plats 1. + 372 645 7900 · www.tallinn.ee/raekoda

북유럽 전체에서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고딕건물인 
이 시청사에 대한 기록은 13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 
세기를 거치는 동안 탈린 구시가지의 가장 중심지는 바로 이 
시청사였으며 (에스토니아어로는 Raekoda라고 불립니다), 
현재의 모습은 1404년에 갖추어진 것입니다. 흥미를 자아내기 
충분한 구시청사의 내부와 다락은 7월과 8월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지하 전시실은 탈린 요새 관련 자료를 비롯해 
도시의 상징 중 하나인 ‘토마스 할아버지(Vana Toomas)’라는 
이름의 풍향계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구시청사 탑

중세 탈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인 구시청사는 
높이가 64미터, 8각형 형태의 고딕양식 탑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후기 르네상스 양식의 나선형 탑은 1600년에 
완공되었으며, 꼭대기에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의 
하나인 토마스 할아버지라는 이름의 풍향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길고 긴 나선형 계단을 타고 꼭대기에 
올라 구시가지와 탈린 시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 시청약국
Raekoja plats 11. + 372 631 4860

탈린의 시청광장 한 구석에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이 자리잡고 있는데, 기록상의 자료에 의하면 1422년 문을 
연 후, 변함 없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백 년 사이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었고 현재에는 일반적인 
약품도 팔고 있지만 지나간 세월의 향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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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성당

4. 성 올랍 성당
Lai 50. + 372 641 2241 · www.oleviste.ee

중세 시절 유럽에 만들어진 건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당 중 하나인 성 올랍 성당은 무려 1267년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건물이 완공된 1500
년경에는 그 높이가 159미터로 당시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높고 가파른 건물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멀리에서 무역항 탈린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이 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항해용 
이정표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성당의 
탑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있으며, 석조건물 부분의 끝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톰페아 
언덕과 항구, 구시가지 전체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그런 고생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5. 성 니콜라스 성당
Niguliste 3. + 372 631 4330 · www.ekm.ee

이 성당은 고틀란드 섬 출신의 한 독일 상인이 
뱃사람들의 수호신이었던 성 니콜라스를 기리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13세기 양식이 인상적인 
이 건물은 중세매장석, 성당예술품, 절묘한 제단과 
탈린의 가장 유명한 회화작품으로 손꼽히는, 15세기 
베른트 노트케(Bernt Notke)의 기괴한 구성이 인상적인 ‘
죽음의 춤(Dance Macabre)’ 등이 전시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음향시설을 갖춘 성당에서 열리는 
연주회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르간 연주회는 매주 열리고 
있으며, 재즈나 합창 공연도 수시로 개최됩니다. 

6. 성령 교회 
Pühavaimu 2. +372 646 4430 · www.eelk.ee/Tallinn.puhavaimu

14세기에 지어진 성령 교회는 현재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종교건축물로서, 에스토니아 
문화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미사가 사상 최초로 에스토니아어로 거행되었으며 
에스토니아 역사상 중요인물인 리보니아의 사가(
史家) 발타사르 루소가 16세기에 교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풍부한 장식이 아름다운 성당 내부는 고딕 양식의 
목조 건축물 양식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1483년 베른트 
노트케로부터 직접 위탁 받아 제작된 재단은 에스토니아에 
현존하는 4대 중세 예술 작품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유명한 건물 외벽의 시계는 탈린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입니다. 
영어 미사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거행되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는 연주회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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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구역 

7. 도미니크 수도원 박물관
Vene 16. + 372 515 5489 · www.kloostri.ee

도미니크 수도원은 탈린 시가지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1246년에 설립된 이 수도원은 전형적인 가톨릭 
수도원의 전형을 이어받은 건물입니다. 이 수도원 내 건물들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성 카타리나 성당입니다. 성당의 
현재 모습은 14세기 말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탈린 
시내에서 최대의 면적을 자랑했습니다. 

8. 도미니크 수도원 기도실 
Müürivahe 33. + 372 511 5236 · www.mauritanum.edu.ee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미니크 수도원의 내부 기도실은 
한 때 건물 세 채가 이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동편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수도사들의 기숙사, 도서관, 
식당, 원장의 주거지 등 중세 수도사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에 오신다면 지하실에 
있는 일명 에너지기둥을 꼭 찾아보십시오. 영적, 물리적 힘의 
원천이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9. 카타리나 골목
Vene/ Müürivahe 거리가 이어지는 길

카타리나 골목(Katariina Käik)은 베네(Vene)와 뮈리바헤
(Müürivahe) 거리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중세 분위기와 
어울리는 장인들의 작업장으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장인들과 예술가들의 작업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기능만을 본다면 각각의 작업장들이 모두 
독특하고 달라보이지만,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고 또 
제작과정을 전부 공개하는 개방된 스튜디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장인들의 마당
Vene 6. + 372 504 6113 jaan.parn@mail.ee

구시가지 한켠에 숨어있는 이 공간은 장인들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곳입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수공예품과 
보석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전시회를 감상할 수도 있으며 
유명한 Chocolaterie Cafe에서 만든 천상의 과자들도 맛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 성벽, 성탑과 성문 

13세기 말 중세 도시의 건설 당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중세 요새들은 시가지를 지켜주는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꾸준한 증축과 개축을 이어간 
결과 탈린은 16세기에 이미 북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방어시스템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당시 도시 성벽의 두께는 3미터, 높이는 16미터로 
총 길이는 4 km에 이르렀으며 46개의 성탑을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2km의 성벽과 26개의 성탑만이 
남아있습니다. 

탈린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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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눈나, 사우나, 쿨드얄라 성탑
Gümnaasiumi 3. + 372 644 9867

중세 성탑들이 나란히 서있는 이 곳은, 내부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 성벽의 붉은 기와 지붕들과 
구시가지, 그리고 톰페아 언덕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아주 
일품입니다. 

12. 에핑 성탑 체험 박물관 
Laboratooriumi 31. + 372 601 3001, 5660 1663 · www.epping.ee

15세기에 증축된 성탑 안에 갖추어진 이 박물관의 주요한 
볼거리는 바로 탈린 요새들에 대한 자료, 중세 무기와 갑옷 
등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체 6층 규모의 
체험이 가능한 전시실이 마련되어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사슬 갑옷과 철 갑옷을 입어볼 수도 있고, 중세풍의 
무기를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중세 수공예 
기술도 체험이 가능합니다. 

13. 해안성문과 뚱뚱이 마가렛 성탑 
Pikk 70. + 372 641 1408 · www.meremuuseum.ee

바다를 향해 줄 지어서 있는 이 성탑들은 단지 
방어만이 아닌,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목적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포격탑인 뚱뚱이 
마가렛은 현재 에스토니아 해양개발, 어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4. 키엑 인 데 쾩 
Komandandi tee 2. + 372 644 6686 · www.linnamuuseum.ee

톰페아 언덕 기슭에 자리잡은 이 육중한 15세기 중세 
방어탑은, 그 위에 군인들이 올라서면 아랫집 부엌이 빤히 
내려다보였다는 이유로 ‘키엑 인 데 쾩(해석하면 ‘부엌을 
들여다 보아라’)’라는 기상천외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성탑은 탈린의 형성과 전쟁역사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15. 탈린 요새 지하 통로 
Komandandi tee 2. + 372 644 6686 ·  
www.linnamuuseum.ee 

탈린 요새 안에 자리잡은 다양한 비밀스러운 
통로들은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여러 능보들을 
만들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통로들의 
건설이 시작된 것은 대략 163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통로들의 목적은 군인과 군수물자 등의 이동을 
은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통로들은 적들이 지하에 
지뢰를 매설하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한 정찰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통로는 안내를 받아서만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객들은 키엑 인 데 쾩에서 집결합니다.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으며, 30명이 넘는 경우 별도 견학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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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처녀의 탑
Lühike jalg 9a

이 처녀의 탑은 14세기 건설된 이래 수 차례에 걸쳐 
증축되었습니다. 중세 시절 한때 창녀들의 감옥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시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변모하였습니다. 

17. 비루 대문
비루 대문 양편의 그림 같은 탑들은, 한때는 더욱 웅장했던 14
세기 성문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루 대문은 
구시가지로 들어오는 중요한 입구 중 하나로, 구시가지에서 
가장 번화한 도로인 비루 거리로 통합니다. 

18. 호부베스키 
Lai 47. + 372 645 7171 

구시가지 한 구석에 위치한 이 둥그런 건물은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말이 끄는 방앗간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고색창연한 
석조예술품이 전시된 박물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중세 시대 이 
방앗간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길드 건물 Guild Houses 

중세 시절 도시의 상공인들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던 
단체인 길드 조직에 전부 소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 
길드 건물들은 전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들에까지 이르는 
사회생활의 중심무대였습니다. 오늘날 그 중 많은 건물들이 
박물관이나 연주회장으로 사용되며, 중세 건축의 백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19. 대길드홀 – 에스토니아 역사 박물관
Pikk 17. + 372 641 1630 · www.eam.ee

도시의 최고부유한 상인들의 연합체였던 대길드는 중세 
시설 도시 정책에 가장 막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길드의 거대한 실내공간은 여전히 15세기의 인상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에스토니아 역사 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20. 검은머리전당
Pikk 26. + 372 631 3199 · www.mustapeademaja.ee

검은머리연맹은 미혼 상인들로 구성된 길드로서, 중세 
탈린의 정치와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피크
(Pikk) 거리에 남아있는 건물로도 그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광객들은 르네상스 양식의 백실(白
室)과 고딕 양식의 올랍 홀(Olav’s hall), 그리고 아래층에 
몰래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런 안마당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주회장으로도 유명합니다. 

21. 올레비스테 길드
Pikk 24

이 올레비스테 길드는 무두장이, 가축도살업자, 
목수, 나룻배장인, 시계장인, 무덤 파는 사람 등 주로 
에스토니아인들이 종사하던 단순노동 장인들의 
연합체였습니다. 연회장으로서의 건물은 14세기 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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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졌으나 15세기에 다시 개축되었습니다. 현재는 둥근 
지붕의 길드홀만이 남아있습니다. 

22. 카누트 길드 홀
Pikk 20

13세기 원래 종교적 연합체로 결성된 카누트 길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부분에 종사하던 장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금세공인, 장갑장인, 시계장인, 모자제조인, 
제빵업자, 구두장이, 화가들이 주 회원층이었고, 대부분 독일 
출신이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복원전문학교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무용, 음악 등 다양한 공연도 열리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 고지대 The Old – Upper Town 

23. 톰페아 성과 키다리 헤르만 탑 
Lossi plats 1. + 372 631 6537

이 중세기사성곽은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위풍당당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13세기와 14세기에 걸쳐 지어진 이 
건물은 해발 50미터의 가파른 석회암 절벽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 십년 동안 여러 국가의 손을 거쳐가며 
에스토니아를 지배하던 권력층들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현재는 에스토니아 국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접해 
있는 48 미터 높이의 키다리 헤르만 탑에는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국기가 게양됩니다. 미리 예약을 하시면 내부 관람도 
가능합니다. 

24. 동정녀 마리아 대성당 
Toom-Kooli 6. + 372 644 4140 ·  
www.eelk.ee/tallinna.toom

‘톰성당’이라고도 불리는, 에스토니아 루터교의 
총본산인 이 성당은 탈린에서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중세 성당 중 하나입니다. 1219년에 이 
자리에 임시로 지어졌던 목조성당이 현재 성당의 모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당의 현재 모습은 15세기 중반에 개축 이후 
완성된 것입니다. 톰성당의 내벽은 에스토니아에 거주했던 
귀족들의 문장으로 장식되어있으며, 지역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이 안치된 석관도 볼 수 있습니다. 

25. 전망대
톰페아 언덕에 있는 전망대는 탈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톰콜리 (Toom-
kooli) 거리와 코흐투(Kohtu) 거리 끝에 있는 
전망대는 구시가지와 바다, 항구가 어우러지는 
풍경을 선보이며, 맞은 편 라후코흐투(Rahukohtu) 
거리 끝에서는 고풍스런 건물들과 대조를 이루는 현대적인 
신도시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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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덴마크 왕의 정원 
톰페아 언덕 옆에 자리잡은 덴마크 왕의 정원은, 덴마크 국기(
國旗)가 만들어진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1219년 6월 15일 
전쟁에서 패배할 순간에 놓인 덴마크인들의 손에 바로 그 깃발이 
떨어졌고 그 후 전세가 역전되어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탈린을 포함한 에스토니아 북부 지역이 백년 
이상 덴마크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매 
여름이면 그 날을 기념하는 단네보르그(Danneborg) 축제가 
낭만적으로 새롭게 정비된 정원에서 열립니다. 

구시가지 외곽

27. 성 비르기타 수녀원
Kloostri 9. + 372 605 5044 · www.piritaklooster.ee

리보니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이 수도원은 1407년 탈린의 
부유한 상인들이 건설한 건물입니다. 피리타 강변에 성당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16세기 말에 파괴되었습니다. 17세기 
수도원의 폐허 앞에는 농부들의 공동묘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수도원과 구시가지를 연결하던 비밀통로에 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35미터 높이의 서편 석회암 
벽면과 주변 벽 정도만이 남아있습니다. 인상적인 모습의 이 
수도원의 옛터와 주변의 온실은 즐거운 휴식과 관광의 명소가 
된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이 수녀원 터에는 야외공연 같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며, 매년 수녀원의 날이 개최되어 다양한 전통 
풍물시장도 열립니다. 

차르 시대의 유물들 

표트르 대제가 탈린을 획득한 1710년부터 볼셰비키 
혁명이 끝난 1917년까지 탈린은 러시아 차르 
지배 하에 놓였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발트독일인은 여전히 도시생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었지만, 러시아 제국은 문화, 건축, 종교 등 많은 
요소를 가지고 들어와 18,19세기 탈린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차르의 사치를 보여주던 카드리오르그 궁전과 인근 
공원, 그리고 권력 상징 그 자체였던 알렉산데르 넵스키 대성당 
등 그 당시 차르 권력의 상징물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카드리오르그

구시가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푸른 잎들이 우거진 
카드리오르그의 형성과 발전은 러시아 제국의 권력층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이어주는 거리들도 그 
자체가 진기한 건축박물관입니다. 고상한 고급주택들과 여름 
별장들, 현대적인 쿠무 예술관, 당당한 위엄을 갖춘 고급주택이 
들어선 기능주의적 건물들이, 서민적인 에스토니아인들이 주로 
임대해 사는 전통 나무집들 사이로 조화롭게 들어서 있습니다. 
카드리오르그는 현재도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이며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역이기도 합니다.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관저를 
포함해 여러 대사관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공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탈린 시민들에게 언제나 사랑 받는 
산책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카드리오르그는 2008년에 290
주년을 맞는 아름다운 바로크 궁전과 정원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탈린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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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쿠무 예술관 
Weizenbergi 34 / Valge 1. + 372 602 6000 · www.ekm.ee/kumu

2006년에 문을 연 이 예술관의 인상적인 본관건물은 
에스토니아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매혹시킬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엔 다양한 전시관들과 복원센터가 
자리잡고 있으며 문화강의와 교육활동 등의 중요한 업무 및 
현대미술전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쿠무 예술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29. 카드리오르그 예술관 – 카드리오르그 궁전 
Weizenbergi 37. + 372 606 6400 · www.ekm.ee/kadriorg

표트르 대제가 1718년 이 웅장한 바로크 건물 건설에 착수했을 
때, 그는 이 지역에 부인 예카테리나 1세의 이름을 따서 
예카테리넨탈이라는 이름을 붙혔습니다. 차르가 직접 이 궁전의 
초석을 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름궁전의 설계자는 
상트페테르부르그의 여름궁전 설계에 참여했던 이탈리아 
건축가 니콜로 미체티였습니다. 1930년 이 궁전은 에스토니아 
국가원수의 관저로 지정되었고, 현재도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대통령궁이 궁전의 뒷뜰 너머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통령궁은 2차 대전 발발 직전에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이 
궁전은 외국 회화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콘서트와 무대공연, 강의 및 리셉션 등이 
열립니다. 

30. 카드리오르그 궁전 주변 
카드리오르그 궁전 주변에도 재미있는 건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때 주방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현재 
복원되어 미켈 (Mikkel) 박물관이라는 아늑한 분위기의 
예술관이 되어있고, 표트르 대제가 묵었던 오두막 역시 
남아있습니다. 궁전 관리자가 썼던 집은 현재 카스텔라니마야 
(Kastellaanimaja)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르디오르그 
공원 박물관은 표트르 대제의 시공 이후부터 진행된 공원의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31. 표트르 대제의 오두막
Mäekalda 2. + 372 601 3136 · www.linnamuuseum.ee

18세기 초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탈린을 방문하면 항상 이 
허름한 오두막에서 기숙했다고 합니다. 현재 박물관이 된 이 
건물의 일부에는 당시 사용된 가구들로 장식되어있고, 차르가 
사용했던 소장품의 일부도 전시되어있습니다. 

32. 카드리오르그 공원 박물관과 도서관
Weizenbergi 26. + 372 601 3183 

이 아담한 박물관은 1718년 표트르 대제 시절부터 현재까지 
공원의 발전상의 자취를 보여줍니다. 표트르 대제가 직접 그린 
원본 설계도, 19세기 스케치, 이전 사진들과 공원 출토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시면 전문가이드와 함께 
공원의 주제별 관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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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카드리오르그 공원

한때는 100 헥타아르에 이르렀던 공원이었지만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완전히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곳의 가장 유명한 
명소로는 좌우대칭의 형태를 이루는 백조의 호수와 그 
주변지역입니다. 원래는 백조의 호수 반대 편에 이탈리아와 
프랑스식 정원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궁전의 
공식정원으로 사용되던 곳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공원의 대부분은 푸른 초원과 오솔길이 이어진 숲 등 자연적인 
모습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어 조성되었습니다. 

34. 루살카 
카드리오르그 해안가에 1902년에 조성된 이 천사 모양의 
동상은 1893년 탈린을 출항해 헬싱키로 향하던 군함 루살카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177명 전 승무원이 사멸했습니다. 
아담손이 설계한 이 루살카 동상은 에스토니아 예술의 백미 중 
하나입니다. 

구시가지

35. 알렉산데르 넵스키 대성당
Lossi plats 10. + 372 644 3484 · www.hot.ee/nsobor

 이 화려한 장식의 거대한 정교회 성당은, 제정 러시아가 
정복지역에서 러시아화에 박차를 가하던 19세기 말에 
지어졌습니다. 탈린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장식해 주는 이 
성당의 웅장함은 널찍한 내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당의 
종탑은 탈린에서 가장 거대한 것으로, 그 중에 가장 큰 종은 
자그마치 15톤이나 나갑니다. 성당 미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그 
종들이 한꺼번에 울립니다. 모자이크와 성화가 아름다운 성당 
내부도 꼭 방문해 보십시오. 

36. 성 니콜라스 러시아 정교회 
Vene 24. + 372 644 1945

 약 12년 경 저지대 술레비매에(Sulevimäe) 거리와와 베네
(Vene) 거리에는 러시아인들의 장터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 시장 한가운데 정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자리잡은 성당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1442년 도시의 성벽을 
개보수하면서 ‘러시아’라는 의미의 베네(Vene) 거리에 새로운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섭니다. 현재의 네오클래식 양식의 
앙증 맞은 건물은 상트페테르부르그 출신의 루이기 루스카가 
설계한 것으로 1820년에서 1827년까지 건설한 것입니다. 
이 성당은 내부의 성화로 특히 유명합니다. 현재 이 정교회 
교단은 모스크바 관구에 속해있습니다. 

탈린의 소비에트 유산

에스토니아는 1940년에는 소련의, 1941년에는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았으나, 1944년 소련의 재침공이 이어졌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종전 직후 무력으로 소비에트 연방에 복속되어 
1991년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점령된 채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련은 탈린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겨두었고, 에스토니아인들의 일거수 일두족을 통제했던 
강력한 통치권력의 기억을 여전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탈린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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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중 이 시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드실 
만한 장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탈린 외곽 지역을 보는데 시간 
투자를 아끼지 않으실 분들이라면 해변에서 8.5 km 떨어져 
있는 나이스사르 (Naissaar) 섬에 남아있는 소련군사지역의 
유물과, 수도에서 49km 떨어져 있는 항구도시 팔디스키 
(Paldiski) 에도 가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중요한 장소

37. KGB 사령부 
Pikk 59. 번지와 Pagari 1 번지 구석

벽돌로 쌓아진 이 음산하게 생긴 건물이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반동분자라는 지목된 사람들을 고문하고 총살을 
집행하거나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기도 했던 NKVD 
(후에 KGB로 개명됩니다)의 총사령부가 있던 곳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옆에 위치한 13세기 건물인 성 올랍 성당의 
높은 첨탑이 한때 KGB의 라디오 송신탑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38. 마르야매에 전쟁 기념비 
피리타 해안도로 
60년대와 70년대에는 볼썽 사납게 크고 웅장하기만 했던 
2차 대전 전쟁 기념물이 거의 모든 소비에트 도시마다 
세워졌습니다. 이 곳은 원래 독일과의 전쟁에서 사멸한 
이들을 기리기 위한 것인데, 이 건물 뒤쪽에서 보면 콘크리트 
십자가로 만든 기념비도 볼 수 있습니다. 

건축양식

소련시절 번성했던 건축양식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소비에트 
양식이자 사진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1945년부터 
55년까지 유행했던 스탈린 양식일 것입니다. 탈린에 있는 
스탈린 양식의 건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1954년에 완성된 
해군사무소(Mere pst 5번지)입니다. 이 웅장한 건물은 
상트페테르부르그의 제국적 스타일을 본따 만들어졌으며 건물 
꼭대기에는 낫과 망치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타르투 대로
(Tartu mnt) 24번지에 자리잡은 주거용 건물은, 모스크바, 
리가 등 다른 소비에트 도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대한 
‘웨딩케익’의 축소판처럼 생겼습니다. 그러한 건물들은 맨 
꼭대기 소비에트의 별이 걸린 첨탑 때문에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국내 건축가의 설계로 만들어진 소비에트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은 구시가지 한 편 바나-포스티(Vana-Posti) 
8번가에 자리잡은 우정(友情, Sõprus)극장입니다. 1953년 
스탈린의 사후 스탈린 양식의 웅장한 양식에 변화가 생겨 
점차 실용주의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당시 건설계획은 
주로 단조롭고 기계로 찍어낸 것 같은 아파트를 짓는데 
집중되었습니다. 1960년대의 무스타매에 (Mustamäe), 1970
년대의 배이케-으이스매에 (Väike-Õismäe) 그리고 1980
년대의 라스나매에 (Lasnamäe) 처럼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지역이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에 완공된 
카드리오르그의 노래대전 무대는 모더니즘 분야의 성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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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대전이 에스토니아의 독립의지를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건축물이 다시 등장하지만, 콘크리트 석판을 이용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리타에 조성된 요트경기장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실내스케이트장과 연주회장이 
있었던, 항구 옆 웅장한 린나할 (Linnahall)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지어진 다른 건축물이 그러하듯 린나할은 
급속도로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39. 점령박물관
Toompea 8. + 372 668 0250 · www.okupatsioon.ee

이 현대적인 건물은 1939년부터 1991년에 이르는 
특정기간에만 초점을 맞춘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그 소련 
지배 기간 동안의 다양한 모습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수시로 상영됩니다. 전화와 음식포장 같은 소련 시대 일상생활 
모습부터,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야 했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던 이들이 전해주는 슬픈 이야기들을 품고 길게 이어져 
있는 여행가방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현실로 체험하는 교훈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40. 탈린 시립 박물관 
Vene 17. + 372 644 6553 · www.linnamuuseum.ee

탈린 시립 박물관의 대형 전시실은 2차 대전과 소련 시절에 
관한 자료가 집중적으로 전시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보기 힘든 스탈린의 거대한 초상화에 뒤덮여있는 탈린의 
유적지들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던 
정치선동 포스터와 그 정치 선동을 무색하게 만드는 보드카와 
배급표 같은 가난했던 소련 시절의 일상생활에 관한 자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자리에 전시되어있습니다. 

41. 에스토니아 역사 박물관 – 마르야매에 궁전  
Pirita tee 56. + 372 622 8630 · www.eam.ee
에스토니아 역사 박물관의 지점인 이곳은 19세기와 20
세기의 자료만을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1940년대에서 
50년대 생활상에 관한 자료가 두 개의 전시장에 별도로 
수집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시물이 군복, 무기 같은 
전쟁관련물품과 연관되어있지만, 소련 점령 초기에 수 천 
명 단위로 숲에 들어가 게릴라전을 벌인 “숲의 형제들”이 
사용하던 오두막 복원품도 전시되어있습니다. 가장 매력 있는 
볼거리는 에발드 오카스가 제작한 ‘우정’이라는 벽화입니다. 
방문하시기 전 미리 시간을 잡아두십시오. 

42. 파타레이 해군 요새
Kalaranna 2. + 372 504 6536 · www.patarei.com

탈린 항구 지역 한 구석에, 철책선과 감시초소가 삼엄한 아주 
특별한 볼거리인 파타레이 형무소가 숨어있습니다. 1840년 
해군 요새로 건설된 이 곳은 1919년 형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조했고, 실지로 2002년까지도 재소자가 있었습니다. 

탈린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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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방문지 

완만한 경사, 숲으로 뒤덮인 공원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은 수 
세기 동안 관광객들을 탈린으로 끌어 모으고 있으며, 탈린에서의 
시간을 온통 호텔과 박물관에서만 보내신다면 분명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처음으로 만개한 꽃 사이로의 
산책, 낙엽 지는 가을 속으로의 나들이, 탈린의 마법 같은 겨울 
탐험 등 야외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외체험에 최적이며 하루 나들이 코스로 제격인 
도시의 자랑거리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립니다.

43. 에스토니아 야외 민속촌 
Vabaõhumuuseumi tee 12. +372 654 9100 · www.evm.ee

해변가에 79헥타아르의 면적으로 넓게 자리잡은 에스토니아 
야외 민속촌은 농장 건물, 풍차, 물레방아 등과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농촌 생활을 선보이는 작은 세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명절 풍습이 모두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현되며 
민속음악과 무용공연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소풍을 떠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입니다. 

44. 탈린 동물원
Paldiski mnt 145. + 372 694 3300 · www.loomaaed.ee

탈린 동물원은 북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1939년 설립된 탈린 동물원은 350종, 5400 마리 동물들의 
안식처입니다. 온화한 지대에서 시작해 극지방, 아주 이국적인 
지역까지 다양한 곳에서 채집된 희귀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악어와 침팬지 등 정글 동물들이 전시되어있는 열대관도 비교적 
최근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햄스터, 토끼와 다른 작은 동물들을 
직접 안아볼 수 있는 페팅 동물원 (여름에만 영업)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45. 탈린 식물원
Kloostrimetsa tee. +372 606 2666 · www.tba.ee

탈린 식물원은 약 8 000 종의 식물군이 전시되어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공원과 정원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식물을 
포함해서, 에스토니아의 기후조건에서 생존이 가능한 관상수와 
희귀종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약풀과 독풀, 열대과일, 
맛과 향, 버섯, 나비 등등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시가 수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름밤의 꽃향기 여행이나 장미 주간 같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제별 전시 역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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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에서 맥주축제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갈구하는 모든 것들을 탈린의 
문화공간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탈린은 줄곧 살아있는 문화행사의 본고장이었습니다. 떠들썩한 축제는 
이미 중세시대부터 도시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최근에 이르러 국제화 되어가는 도시의 명성에 맞추어 탈린의 문화생활은, 
더 젊어지고 생동감 있고 총체적인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칸디나비아, 슬라브, 중부 유럽의 영향을 골고루 
받은 가운데 형성된 것으로, 유동성, 관용, 그리로 창조성이라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탈린의 갤러리들도 그들의 지평선을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그 갤러리들에서는 실험적인 멀티미디어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아한 고전 작품까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는, 에스토니아 
및 해외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대규모 미술관들도, 거대한 
스케일의 실험적인 행사나 일정한 주제를 가진 전시회, 예술에 대한 근본적 
탐구정신이 겸비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축제, 
스포츠 경기나 다른 대규모 행사들이 탈린의 문화적 배경을 이루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왔으며, 더욱더 새롭고 재미있는 행사들이 세계 구석구석의 
손님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축제(Old Town Days)나 재즈, 
영화, 연극축제 같은 대규모 축제와 맥주축제 등은 매년 열리는 전통적인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생활방식 역시 탈린에서 여전히 막강한 힘을 누리고 있습니다. 민속문화와 
전통문화 애호가분들은, 도시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79 헥타아르의 
공원인 로카 알 마레(Rocca Al Mare) 민속촌에 가시면 절대 실망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탈린이 자랑하는 최고의 민속축제는 매 5년 마다 열리는 ‘
노래와 춤의 대전’입니다.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무대에 올라 민요과 현대 
합창곡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노래의 축제는 탈린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각인시켜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09년-2019년 노래와 춤의 대전 일정
제25차 노래대전 및 제18차 춤의 대전 2009년 7월 2-5일 
제11차 청년 노래와 춤의 대전 2011년 7월 1-3일 
제26차 노래대전 및 제19차 춤의 대전 2014년 7월 4-6일
제12차 청년 노래와 춤의 대전 2017일 6월 30일 – 7월 2일 
제27차 노래대전 및 제20차 춤의 대전 2019년 6월 28 – 30일 

•	오페라, 발레 등 무대공연은 보통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	대부분의 행사 입장권은 www.pilvetilevi.ee와  
 www.piletipunkt.ee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s. 

•	 탈린 관광청의 홈페이지 www.tourism.tallinn.ee  
 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문화공연 정보를 확인하세요.

•	에스토니아 국립 오페라 www.opera.ee
•	공식 연주회 정보 사이트 www.concer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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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은 핀란드의 투르쿠와 함께 2011년 유럽 문화 수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해 동안 다양한 예술 문화행사와 분주한 
연중행사들을 대상으로 폭 넓은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며, 탈린 
도시역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탈린을 
무대로 활동하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축제의 장을 마련해주고 
활기찬 탈린의 문화행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 원하는 관광객들을 
불러모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공연 하이라이트

2월 • 바로크 음악 축제
19회를 맞는 바로크 음악 축제에서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연주회가 
다양하게 열리며 2월의 상쾌한 날씨가 지속되는 열흘간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화 + 372 614 7700 · info@concert.ee · www.concert.ee

4월 • ‘재즈카르’ 국제재즈축제
매년 열리는 재즈카르 축제는 에스토니아 문화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행사 중 하나로, 발트3국 최고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세계적인 스타들과 
국내 재즈 연주자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372 611 4405 · piletid@jazzkaar.ee · www.jazzkaar.ee

6월 • 구시가지축제
이 기간 동안 탈린 구시가지는 온통 중세분위기의 광대, 장인, 예술가, 
상인들로 북적거리고 거리마다 장터가 들어섭니다. 
전화 + 372 645 7220 · info@vanalinnapaevad.ee · www.vanalinnapaevad.ee

노래 대전 및 춤의 대전 
탈린에서 열리는 민속행사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니뭐니 해도 5
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노래대전과 춤의 대전이 될 것입니다. 
www.laulupidu.ee

7월 • 구시가지 내 전통풍물시장
콘서트, 워크샵, 수공예품 시장 등이 중세시대의 탈린을 완벽하게 
재현해 냅니다. 고대 장인들의 기술이 현대에 다시 부활하며, 시장 
여기저기에서 중세귀족, 음악가, 어릿광대들과 마주치게 되실 
것입니다. 
전화 + 372 660 4772 · info@folkart.ee · www.folkart.ee

8월 • 비르기타 축제 
중세 수도원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의 축제로, 오페라 
및 정통고전음악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전화 + 372 669 9940 · fila@filharmoonia.ee  
www.filharmoonia.ee · www.birgitta.ee

9월 • 크레도 국제성가곡축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정통성가곡축제로 전통 성가곡과 
현대 성가곡들이 여러 성당에서 연주됩니다.
전화 + 372 513 2213 · zoya@viivomuusika.ee · www.festivalcredo.com

11월 • 사쿠 수르할에서 열리는 성 마르틴의 날 장터
전통적인 수공예품을 시연, 전시, 판매하는 행사로 마르틴의 날에 입는 
전통 의상과 민속음악, 그리고 전통음식들이 자리를 함께 합니다. 
전화 + 372 660 4772 · info@folkart.ee · www.folkart.ee

문화행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탈린 관광청의 
홈페이지인 www.tourim.tallinn.ee를 방문하세요. 새로운 행사에 관한 
정보가 계속 올라옵니다. 

2011년 탈린 유럽 문화 수도



모든 것을  
카드 하나로 

www.tallinncard.ee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전화 + 372 645 7777 이메일 · tallinncard@tallinnlv.ee 
로 문의하십시오. 

 6 시간권 24 시간권 48 시간권 72 시간권

성인 185 EEK 375 EEK 435 EEK 495 EEK 
 8 유로 22.5 유로 26 유로 29 유로

소인 95 EEK 200 EEK 225 EEK 250 EEK
(14세까지) 4 유로 11.25 유로 13 유로 14.5 유로

탈린 카드는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최고의 혜택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다기능권입니다. 100여개 지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마음대로 
탐험하는데 이보다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은 없습니다. 
탈린에서의 짧은 일정의 기간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무엇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상의 도우미입니다.  

탈린 카드를 통해 40개 박물관과 관광명소 내 무료입장, 
버스,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한 무료관광, 시내무료승차, 
유명 나이트클럽 중 한곳 무료입장, 스파,볼링장,식당,
쇼핑센터 이용시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카드 구입시 영어, 핀란드어, 독일어, 스웨덴어 아니면 영어, 
에스토니아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4개국어로 탈린 카드 
사용가능지역과 영업시간, 위치가 표시된 지도, 교통수단 
이용안내 등이 수록된 100 페이지 정도의 안내책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탈린 카드는 6시간권, 24시간권,48시간권, 72시간권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탈린 카드의 이용패키지는 매년 
달라집니다. 박물관은 대부분 월요일과 화요일 및 국정 
공휴일에는 문을 닫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개인당 구매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탈린 카드는 탈린 공식 관광청과 컨벤션 사무국에서 1998
년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탈린 관광청과 컨벤션 사무국은 
주문 수량과 지불 방식 등에 따라 인센티브 등 여러 다양한 
판매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 상품

탈린 공식 관광안내서비스 –  
전문안내원과 함께 하는 버스 및 도보 관광
Reisiekspert AS · Roosikrantsi 19 · ph. +372 610 8634 
www.travel2baltics.com  
Tallinn Official Sightseeing Tour

본 상품은 버스와 도보로 이루어지는 2시간 반 일정의 
서비스이며, 탈린을 처음 방문한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항구, 주요 호텔 등에서 서비스 차량에 탑승할 
수 있으며, 카드리오르그 공원, 노래대전무대, 피리타 지역 
등 도시가 자랑하는 명소들을 일주합니다. 서비스 내내 
에스토니아의 역사와 현대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도보로 
진행되는 구시가지 관광은 국회의사당 건물, 알렉산데르 넵스키 
성당, 톰성당, 전망대 등이 있는 톰페아 언덕에서 시작합니다. 
그 후 저지대로 내려와 구불구불 이어진 좁은 골목길들을 
견학한 후 시청광장에서 일정이 끝납니다. 탈린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들은 관광의 가치를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Hop-on hop-off 탈린 관광 버스 적색노선  
Hansabuss AS · Kadaka tee 62A · ph. +372 627 9080 · www.citytour.ee
Tallinn City Tour - Red Line

탈린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탐험하세요! 10개 국어로 되어있는 
오디오가이드와 함께 쿠무, 카드리오르그 예술관, 라스나매에, 
항구 지역, 칼라마야 등 탈린 시내에 위치한 16개 명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Hop-on hop-off 탈린 관광 버스 녹색노선  
Tallinn City Tour–Green Line
Hansabuss AS · Kadaka tee 62A · ph. +372 627 9080  
www.citytour.ee
Tallinn City Tour - Green Line

탈린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탐험하세요! 10개 국어로 되어있는 
오디오가이드와 함께, 시내를 출발하여 피리타 지역을 왕복하는 

노선입니다. 카드리오르그 공원, 마르야매에 궁전, 비르기타 
수도원, 식물원, TV 타워 등 20개의 명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Hop-on hop-off 탈린 관광 버스 청색노선  
Tallinn City Tour–Blue Line
Hansabuss AS · Kadaka tee 62A · ph. +372 627 9080 · www.citytour.ee
Tallinn City Tour - Blue Line

탈린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탐험하세요! 10개 국어로 되어있는 
오디오가이드와 함께 시내를 출발하여 로카 알 마레 민속촌과 
그 주변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탈린 동물원과 
민속촌 등 총 16개 명소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노르딕 워킹 관광 
City Bike OÜ · Uus 33 · ph. +372 511 1819 · www.citybike.ee 
Nordic Walking Tour

노르딕 워킹 (Nordic Walking, 장대를 짚고 걷는 도보여행)
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건강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구시가지 내 3-4 km 정도를 도보로 견학하는 
이 상품을 통해 도시의 역사와 전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비밀들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이 일정은 매일 오후 2
시 우스 (Uus) 33번지에 위치한 시티 바이크 호스텔 (City Bike 
Hostel) 에서 시작합니다.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372 511 1819. 영어 안내만 제공됩니다. 

오디오 가이드 관광
Kullassepa 4/Niguliste 2 · ph. +372 645 7777
Audioguide OÜ · ph. +372 655 6633 · www.audioguide.ee
Audioguide Old Town Tour

혼자서도 이용이 가능한 이 상품은, 특별 제작된 녹음기를 
통해서 구시가지 주요명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탈린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원하는 일정으로 
탐험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관광정보센터 (Kullassepa 
4 / Niguliste 2)에서 무료로 오디오가이드와 헤드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용 가능). 안내소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탈린 관광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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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팟 오디오 가이드 관광
Kullassepa 4/Niguliste 2 · ph. +372 645 7777
Euroaudioguide OÜ · info@euroaudioguide.com
www.euroaudioguide.com  Audio Guide Tour on the iPod

중세 구시가지로 안내하는 아이팟 오디오 가이드는 
에스토니아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전통 및 풍습에 관한 
정보 외에도 유령이야기, 전설, 우스갯소리 등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52가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에스토니아어로 펼쳐집니다. 
관광정보센터 (Kullassepa 4 / Niguliste 2)에서 무료로 
오디오가이드와 헤드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용 
가능). 안내소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오디오가이드 박물관 관광
Audioguide OÜ · ph. +372 655 6633 · www.audioguide.ee
Audioguide Museum Tours

위의 방식들처럼 편리한 오디오가이드 서비스로서, 탈린 
시립 박물관 및 민속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어, 독일어, 
에스토니아어, 러시아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물관 방문 시 
무료로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즐기는 탈린 관광
City Bike OÜ · Uus 33 · ph. +372 511 1819 · www.citybike.ee
Bicycle Welcome Tour of Tallinn

시티 바이크(City Bike)에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명소들을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2시간 일정의 자전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km에 달하는 이 상품은 영어안내가 
제공되며, 구시가지에 있는 시티 바이크 호스텔 (Uus 33번지)
에서 출발하여 카드리오르그 궁전 및 공원, 노래대전무대, 
피리타 해변과 비르기타 수도원 등을 견학합니다. 최소 1시간 
전에 예약해 주십시오. 전화 + 372 511 1819 

라해마 자전거 여행
City Bike OÜ · Uus 33 · ph. +372 511 1819 · www.citybike.ee
Bicycle tour of Lahemaa

탈린 동편에 위치한 라해마 국립공원은 유서 깊은 궁궐들과, 

해변 마을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어우러진 곳으로, 
이곳을 탐험하는데 자전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전거 임대, 지도, 안전장비, 생수, 라해마아 왕복 교통비 
등이 상품가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은 2
명으로, 미니버스가 운행됩니다. 최소한 출발 하루 전 오후 7

시까지 예약해 주십시오. + 372 511 1819 
라해마 관광
Reisiekspert AS · Roosikrantsi 19 · ph. +372 610 8634
www.travel2baltics.com
daily tour pick-up
Lahemaa Tour

에스토니아 북부 지역에 넓게 자리잡고 있으며,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우아한 궁전, 기묘한 어부들의 마을로 
유명한 라해마 국립공원은 탈린에서 하루 나들이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최고의 명소입니다. 안내는 영어로 진행되며, 
총 6시간 동안 버스로 이동하는 이 상품은 비루 호텔 (Sokos 
Hotel Viru)에서 출반하여 팔름세 (Palmse), 사가디 (Sagadi), 
비훌라 (Vihula) 궁전 등을 포함한 라해마 지역의 최고의 
명소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탈린 관광가이드

탈린 관광청과 컨벤션 사무국은 탈린 관광에 필요한 
관광가이드를 알선해 드립니다. 예약은 최소 4일전에 완료해 
주십시오. 

관광가이드서비스 예약 : 
구시가지 내 관광정보센터 
Kullassepa 4 / Niguliste 2
Ph. +372 645 7777 · fax +372 645 7778
turismiinfo@tallinnlv.ee · www.tourism.tallin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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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미각(味覺)과 약간의 크론만 
가지고 계시면, 탈린의 다양한 식도락 
세상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원하고 있던지, 여러분의 지갑이 
얼마나 두둑한지 간에 상관 없이 탈린에서는 여러분이 찾고 계신 음식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렴하고 아담한 카페에서부터, 세계적인 여행 잡지 콘데 나스트가 
선정한 100대 식당 안에 드는 미식가를 위한 고급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탈린에는 에스토니아 전통음식 
뿐 아니라, 심지어 아르헨티나, 아시아, 그루지아, 헝가리, 멕시코 심지어 
중세음식까지 다양한 식당들이 풍성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탈린을 처음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지방의 토속음식을 맛보시고 
싶으실 겁니다.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에스토니아 전통음식은 농촌지역에서 가꾼 서민적인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감자,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등이 자주 등장하는 재료입니다. 
에스토니아 전통음식을 원형 그대로 선보이는 식당을 비롯해서 농가를 
닮은 민속적 실내장식의 식당, 에스토니아가 최초로 독립을 했던 1930
년대의 모습을 지향하는 곳까지 다양한 식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담근 맥주들은 에스토니아 전통음식이라면 어떤 것이건 
다 잘 어울립니다. 유럽의 타 맥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에스토니아의 
맥주는 순하고 담백하며 알코올 농도는 중간 수준입니다. 에스토니아산 
흑맥주는 대부분 맥아로 만들어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독한 
흑맥주 역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추천해 드릴 만한 특산주로는, 진하고 
달콤쌉쌀하며 강한 술인 바나 탈린 (Vana Tallinn)으로 커피와 함께 
즐기시면 좋습니다. 

그 맛이 감기약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식사 후 이어지는 완벽한 2부순서는, 구시가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와인바에서 포도주를 음미하거나 고급스러운 
시가 라운지에서 시가 한대를 멋지게 피우는 것입니다. 

먹을거리와 마 실거리 •	 일반적인 식당의 영업시간은 12시부터  
 자정까지이나, 주방은 오후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	 대부분의 식당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주요 요리(메인코스)의 평균가격은 8-15
유로선입니다. 
•	 맥주는 2유로, 포도주는 한 잔에  
 2.5 – 4 유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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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아시아 요리 

Chedi
Sulevimägi 1 · 전화. +372 646 1676 · info@chedi.ee · www.chedi.ee

한국 요리 

Soul
Hobujaama 5 · 전화. +372 680 0792

일본 요리 

Ami-Ja
Narva mnt 36 · 전화. +372 646 6096 · info@amija.ee  
www.amija.ee

House
Rataskaevu 16 · 전화. +372 641 1900 · info@house.ee  
www.house.ee

Silk
Narva mnt 15 · 전화. +372 661 6099 · info@silk.ee · www.silk.ee

Silk Sushi Baar
Kullassepa 4 · 전화. +372 648 4625 · info@silk.ee · www.silk.ee

인도 요리 

Café VS
Pärnu mnt 28 · 전화. +372 627 2627 · info@cafevs.ee · www.cafevs.ee

Elevant
Vene 5 · 전화. +372 631 3132 · elevant@elevant.ee · www.elevant.ee

Everest Kathmandu
Liivalaia 19 · 전화. +372 644 2068 · everestkathmandu@hot.ee
www.kathmandu.ee

Hookah-House
Roosikrantsi 3 · 전화. +372 644 2266 · info@hookah-house.ee
www.hookah-house.ee

Maharaja
Raekoja plats 13 · 전화. +372 644 4367 · hantikgr@online.ee

태국 요리 

Bangkok
Roosikrantsi 15 · 전화. +372 646 2613 · www.bangkok.ee

Villa Thai
J. Vilmsi 6 · 전화. +372 641 9347 · villathai@villathai.ee ·  
www.villathai.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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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요리 

China Inn
Viru 9 · 전화. +372 648 4585

Golden Dragon
Pikk 37 · 전화. +372 631 3506 · golden.dragon@mail.ee
www.goldendragon.ee

Jasmine
Tatari 1 · 전화. +372 660 1842 · post@jasmine.ee
www.jasmine.ee

Peking
Müürivahe 52 · 전화. +372 644 0571 · balty2003@hotmail.com
www.peking.ee

중국식 패스트푸드 

Mandarin
www.mandarin.ee

Chopsticks
www.chopsticks.ee · chopstics@hot.ee

에스토니아 전통음식점 

Kolu Kõrts
Vabaõhumuuseumi tee 12 · 전화. +372 654 9118 · eerika@evm.ee  
www.evm.ee

Kuldse Notsu Kõrts
Dunkri 8 · 전화. +372 628 6567 · knk@schlossle-hotels.com  
 www.notsu.ee

Tallinn Estonian House
A. Lauteri 1 · 전화. +372 645 5252 · eneken@eestimaja.ee  
www.eestimaja.ee

Talukõrts
Viru 18 · 전화. +372 641 8387 · info@talukorts.ee · www.talukorts.ee

Vanaema juures
Rataskaevu 10 · 전화. +372 626 9080 · vanaema.juures@mail.ee

중세요리 

Grillhaus Daube
Rüütli 11 · 전화. +372 645 5531 · daube@daube.ee · www.daube.ee
그릴하우스 다우베는 구시가지 내 역사적인 건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18세기에 건설되어 2005년에 개조된 
2층 건물입니다. 맨 아래층에서는 벽난로의 운치를, 
그리고 윗층에서는 성 니콜라스 성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목재와 석재들은 아늑한 
실내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육즙이 많은 갈비, 생선요리, 
스테이크 등의 요리가 화로 위에서 직접 조리됩니다. 
그릴하우스 다우베에서는 단체손님들을 위한 특별그릴요리도 
준비해드리며 여러분의 만남에 걸맞을 다양한 종류의 
포도주도 준비되어있습니다.    

Restaurant Olde Hansa
Vana Turg 1 · 전화. +372 627 9040 · reserve@oldehansa.ee
www.oldehansa.com

한자동맹 당시 문화를 고수하는 올데 한사는 여러분께 과거 
부유한 상인의 저택에서 정통 요리를 맛보는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어 드립니다.  올데 한사에는 300여명의 손님들도 무리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구사하는 외국어 솜씨처럼 요리와 서비스 역시 신속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식당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여럿 선보이고 있습니다. 

식당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www.tourism.tallinn.ee/fpage/goodtime/dining_wining 에서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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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한 펍, 멋진 클럽, 아니면 단순히 
낭만적인 데이트를 위한 자리까지, 이곳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도시의 바람이 잦아들고, 시내관광도 끝나고 박물관이나 가게들도 저녁을 
맞아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탈린의 거리들은 숨을 고를 여유도 없이 
금방 밤의 리듬과 소음으로 다시 깨어납니다.  관광객들은, 탈린처럼 
작은 도시에 이렇게 다양한 놀거리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탈린은, 시가 라운지를 고수하는 도도한 손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로 가득차 시끌벅적한 나이트클럽 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야간업소들은 사람들이 빽빽한 구시가지 내, 아니면 그 
주변지역에 밀집되어있습니다. 탈린이 자랑하는 가장 큰 장점은, 특별히 
어느 곳을 선정하지 않더라도 1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위치해 있는 다양한 
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곳이 가장 물이 좋고 음악이 훌륭한지 탐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 하나를 잡아서 온 밤을 지새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밤새 사람들과 휩쓸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 가로등이 밝혀진 탈린의 
고풍스런 밤거리 역시 도시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일주일 중 특히 금요일은 밤문화가 최고조에 이르는 날로 오후 11
시부터 밤 3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목요일와 토요일은 
손님들이 비교적 적긴 하지만 역시 활기로 넘치며, 그 외 기간에는 아주 
고요해집니다. 관광객들과 학생들이 탈린의 펍과 클럽을 온통 점령해 
버리는 하절기에는 그런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탈린에서의 밤문화 체험 계획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이어 소개될 명소들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관심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재미있는 장소만 특별히 선정한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신 후 계획에 넣으십시오. 최고의 밤을 보내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탈린의 대표적인 야간업소들은 대부분 구시가지 
안이나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탈린 밤문화가 최고조에 이르는 날은 금요일로 오후  
•	 11시부터 밤3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	칵테일의 평균적인 가격은 3.5유로선입니다. 
•	야간업소 들 중에서는 생음악을 선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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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전반적으로 탈린의 나이트클럽은 보통 오후 10시나11시에 
개장을 하지만, 어떤 곳은 자정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주변 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클럽들이 새벽 
4시나 6시까지도 영업을 합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같은 
한가한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들도 많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Astoria Palace 
Vabaduse Väljak 5 · 전화 +372 642 2000 
info@astoria.ee · www.astoria.ee

BonBon 
Mere puiestee 6E · 전화 +372 661 6080 
info@bonbon.ee · www.bonbon.ee

Bonnie & Clyde 
Liivalaia 33 · 전화 +372 631 5333 
hotel@olympia.ee · www.olympia.ee

Café Amigo 
Viru väljak 4 · 전화 +372 680 9300 
amigo@amigo.ee · www.amigo.ee

Cellar 
A. Laikmaa 5 · 전화 +372 630 0800 · cityhotel@tallink.ee · 
http://hotels.tallink.com/en/mainMenu/cityHotel/
nightClubCellar/

Club 360 ° 
Müürivahe 22 · 전화 +372 641 1607 
club360@club360.ee · www.club360.ee

Club Hollywood 
Vana-Posti 8 · 전화 +372 627 4770 
bdg@bdg.ee · www.clubhollywood.ee

Club Papillon 
Ahtri 10 · 전화 +372 666 4991 
papillon@papillon.com.ee · www.papillon.com.ee

Club Privé 
Harju 6 · web@clubprive.ee · www.clubprive.ee

Club von Überblingen 
Madara 22a · 전화 +372 660 8805 
info@uberclub.ee · www.uberclub.ee

Marat 
Tartu mnt 63 · 전화 +372 603 3293 
info@klubimarat.ee · www.klubimarat.ee

Panoraam 
Ahtri 10 · 전화 +372 666 4990 
panoraam@panoraam.com · www.panoraam.com

Parlament 
Tartu mnt 17 · 전화 +372 666 2900 
clubparlament@clubparlament.com ·  
www.clubparlament.com

Rock Café 
Tartu mnt 80d · 전화 +372 56 95 8888 
rc@rockcafe.ee · www.rockcafe.ee

Seduction Discotheque 
Viru Väljak 6 · 전화 +372 610 1430 
info.tallinn@seductiondiscotheque.com ·  
www.seductiondiscotheque.com

Sossi Club 
Tartu mnt 82 · 전화 +372 601 4384 
sossi@sossi.ee · www.sossi.ee

Terrarium 
Sadama 6 · 전화 +372 661 4721 
club@terrarium.ee · www.terrarium.ee

Venus Club 
Vana-Viru 14 · 전화 +372 641 8184 
venus@venusclub.ee · www.venusclu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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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음악 

많은 바와 클럽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마다 지역의 밴드를 
초청해 생음악을 선보입니다만, 이 곳에선 특히 그 실력이 
돋보이는 장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카페 아미고
(Cafe Amigo)는 위에서 나이트클럽으로 소개가 되었지만, 
에스토니아의 음악활동을 이끄는 중요한 견인차로 알려저 
있기도 합니다. 

Kolumbus Krisostomus 
Viru 24 · 전화 +372 5615 6924 
info@kolumbus.ee · www.kolumbus.ee

Rock Café 
Tartu mnt 80d · 전화 +372 56 95 8888 
rc@rockcafe.ee · www.rockcafe.ee

Scotland Yard 
Mere pst 6E · 전화 +372 653 5190 
scotlandyard@scotlandyard.ee · www.scotlandyard.ee

Von Krahli Baar 
Rataskaevu 10 · 전화 +372 626 9090 
baar@vonkrahl.ee · www.vonkrahl.ee

카지노  Casino
에스토니아에서 카지노란 말에는 슬롯머신들만 들어차있는 
작은 방에서, 테이블게임과 슬롯머신, 바 그리고 다른 
재밋거리를 다 갖춘 완벽한 풀서비스의 공간까지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래 소개되는 카지노는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재미 있는 체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Bally’s Casino 
Köleri 2 전화 +372 606 1950 
casino@ballys.ee · www.ballys.ee
여러 조명이 주렁주렁 달리고, 한때 마부가 관리를 했던 
이 고풍스런 나무저택은 나르바 (Narva) 거리에 걸터앉아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세기 귀족들에게 어울릴법한 기품 
있는 실내장식이 품격을 더해 줍니다.  주말에 열리는 특별한 
행사일정을 확인하세요. 24시간 영업합니다. 

Casino London 
Mere Puiestee 8b · ph + 372 667 4698 
info@casinolondon.ee · www.casinolondon.ee
고풍스런 영국식 품격을 자랑하는 메트로폴 호텔 로비에 
자리잡은 이 아늑한 카지노는, 블랙잭, 포커, 룰렛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어두운 
색감의 목재들로 구성된 실내장식과 가죽 소파는 신사분들께 
지나간 추억을 상기시켜주며 바에서 브랜드 한잔을 즐길 수 
있는 안락한 휴식을 선사해 드립니다. 친절한 직원들로부터 
받으시게 될 따뜻한 환대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Casino Metropol 
Vabaduse väljak 10 
전화 +372 640 4688 · www.montecarlo.ee
행운이 미소를 짓고 있나요? 탈린 한 가운데 자리 잡은 
이 안락하고 편안한 카지노에서 여러분의 행운을 시험해 
보세요. 블랙젝, 룰렛, 포커, 슬롯머신 이외에도 바에서 
제공하는 훌륭한 서비스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파티 손님들도 
대환영입니다. 입장은 무료지만 21세 이상 손님만 가능합니다. 

Olympic Casino 
Kreutzwaldi 23. 전화는 24시간 국번 없이 1677 
info@ocg.ee · www.olympic-casino.net
화려하고 재미가 가득한 이 카지노는 ‘레발 파크 호텔과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마치 라스베가스를 탈린에 
옮겨온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넓은 슬롯머신 홀에는 다양한 
컴퓨터 장비들이 마련되어있으며, 카드와 룰렛 게임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즐기실 수 
있는 것은 게임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카지노의 운영진들은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해 드리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훌륭한 음악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층에 자리 잡은 
베가스 스타일의 극장식당에서는 캬바레 쇼도 열립니다. 

Reval Park Hotel & Casino **** 
Kreutzwaldi 23 · 전화 + 372 630 5305 
park.sales@revalhotels.com · www.revalhotels.com
탈린 중심가에 자리잡은 레발 파크 호텔과 카지노는 시가지와 
구시가지에서 몇 걸음이면 도달할 수 있는 훌륭한 호텔입니다. 

Viiking Casino 
Tartu mnt. 24 · 전화 +372 660 7793 · 팩스+372 660 6979 
info@nordic.ee

Estonian Association of Gambling Operators (EAGO) 
Kiriku 6 · 10130 Tallinn · 전화 +372 6 489 061 
ehkl@ehkl.ee · www.ehkl.ee
탈린 밤문화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www.tourism.tallinn.ee/fpage/goodtime/nightlife



훌륭한 선물거리를 찾아 탈린의 쇼핑 
거리를 돌아다니시다보면 분명 한 두 
개씩은 무언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쓰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 분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탈린은 바로 
소비자들에게 아주 우호적인 도시입니다. 구시가지 내의 대부분의 
상점들과 시내 여기저기 자리잡은 백화점들은 일주일 내내 영업하며, 주요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다양한 물건들의 
가격이, 특히 수공예품의 경우, 서유럽보다 더 저렴하다는 사실입니다. 
질 좋은 의류, 신발, 향수 등은 비루 (Viru)거리와 뮈리바헤 (Müürivahe) 
거리에 자리잡은 멋진 매장에서 구입하시면 가장 좋으며,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화점과 쇼핑몰들도 탈린 여기저기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와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갖춘 백화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념품이나 예술품, 수공예품 같은 지역특산물들은 구시가지 거리에 
무수하게 줄지어서 있는 크고 작은 상점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골목길, 지하실, 마당 같은 곳에 위치한 호기심을 자아내기 충분한 
상점들을 탐험해 보는 것은 오후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꼭 가보셔야할 곳은 뮈리바헤 (Müürivahe) 거리에 위치한 뜨개옷 전문 
야외 매장으로, 구시가 성벽 아래에서 아주머니들이 손수 손으로 작업한 
뜨개질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곳입니다.  탐험을 좋아하시는 관광객들이 
좋아할만한  곳은 카타리나 골목입니다. 카타리나 길드 장인들이 운영하는 
중세 분위기의 작업장에서 유리제품, 도자기, 가죽제품, 퀼트 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으며, 어떤 제품들은 손님들의 눈 앞에서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에스토니아를 대표할 만한 기념품들이라면 손으로 싼 스웨터, 스테인드 
글래스, 도자기, 에스토니아 음악 CD, 가죽 및 목공예제품, 지역 예술품, 
수제 보석, 초콜릿, 달콤한 아몬드, 바나 탈린 (Vana Tallinn) 리큐어 
등입니다. 
상점들은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영업합니다. 구시가지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점들은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대규모의 백화점들은 일반적으로 매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엽니다. 규모가 큰 상점이나 백화점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유로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합니다. 

•	상점의 영업시간은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구시가지 내 대부분의 상점들은 
  일요일에도 영업을 합니다. 
•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	현지 화폐는 에스토니아 크론으로 환율은 1유로당 
  15.65 크론입니다.  
•	대규모 상점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유로카드 
 등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34



 35

쇼핑



쇼핑  36

에스토니아 수공예품과 기념품

Bogapott  
Pikk Jalg 9 · + 372 631 3181 · www.bogapott.ee
보가포트는 예술품 갤러리, 카페 그리고 
도자기 스튜디오가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곳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다른 곳에서는 어디에서도 
구하실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름철이면 야외 마당에서 산책을 
하시거나 매장에서 직접 만든 잔에 
커피를 담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수공예품 전문매장  
Eesti käsitöö maja 
Estonian Handicraft House 
Pikk 22 · +372 631 4076 · www.folkart.ee
에스토니아 전역의 장인들이 
만든 수공예품이 가장 다양하게 
구비되어있습니다. 

Helina Tilk keraamika 
Rataskaevu 6 · +372 646 4280  
Lühike jalg 5 · +372 631 3328  
www.helinatilk.ee
헬리나 틸크는 고양이, 돼지, 곰, 그리고 
다른 친근한 동물들의 재미있는 그림들로 
장식된 주방용 도자기와 가정용 옷감들을 
만드는 장인으로, 구시가지 내 두 군데의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디자인한 탈린과 관련된 기념품들 역시 
선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Hindricus anno 1393 
Lühike jalg 2
8명이 장인들이 제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Ingli ja Nööbi Pood 
사야캉 (Saiakang) 거리와 성령교회가 
만나는 곳 + 372 5669 9206
리넨과 나무 제품 전문점

Katariina Guild 
Vene 12 · + 372 644 5365
도자기, 섬유제품, 조각보, 가죽, 여성 
모자, 유리 및 보석 작업장 

Kauplus – galerii 
Olevimägi 6 · +372 641 1894
수공예 장인의 작업장으로 스테인드 
글래스, 도자기, 목공예품 전문점

Kodukäsitöö 
비루 케스쿠스 (Viru Keskus) 백화점 내, 
Viru väljak 4/6 · + 372 610 1332
에스토니아 정통 수공예품 전문점

Krambude  
Vana Turg 1 · + 372 627 9020 
www.oldehansa.ee
크람부데는 중세풍의 선물 
전문점입니다. 보석, 의류, 가죽제품, 
유리제품, 도자기 등 중세 시대를 주제로 
한 상품들을 취급합니다. 이국적인 
향신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Meistrite Hoov 
Vene 6 · + 372 504 6113
장인들의 야외 공동작업실

 

Mihkli Gildi Töökojad ja Galerii 
Vene 13 · +372 699 6153 · 
www.vhk.ee/mihkligild
도자기 스튜디오, 철제품 판매, 어린이와 
성인 모두를 위한 도자기와 철제품.

Mõisakeraamika  
Sadama 7/8 (SadaMarket 매장 내)  
+ 372 661 4591 · www.keramika.ee
500년 전통의 아틀라 (Atla)궁전에서 
전해 내려오는 수공예 도자기 전문점. 
다양한 품목의 접시, 화병, 화분, 촛대 
등이 전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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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kupood 
Raekoja plats 19 · +372 520 1457
이 매장은 최고급의 수제 인형과 관련 
악세사리 전문점입니다. 꼭둑각시 인형, 
나무인형, 주석인형, 도자기 인형 등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Platsiveere Meistrid 
Pikk 15 · + 372 631 3393
보석과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이 
중세품의 야외 매장에서, 전시회를 
관람하거나Café-Chocolaterie 에서 빚은 
유명한 과자와 초콜릿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Puupood 
Lai 5 · + 372 641 2473
칼과 작은 가구들에 이르는 다양한 
목공예품 전문점

Raevangla Käsitöökelder 
Raekoja 4/6 · +372 644 6488
목공예 제품 전문점으로 섬유와 가죽 
제품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Rewill 
Vene 7 · + 372 631 3362 · www.rewill.ee
도미니크 수도원 인근에 자리잡은 이 
매장은 에스토니아 정통 수공예품 쇼핑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본 매장에서는 
스웨터, 담요, 모자, 스카프, 양말, 장갑 
등 뜨개 제품부터 나무와 모피, 석재로 
만든 기념품들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Saaremaa Sepad 
Nunne 7 · + 372 646 4315 · www.sepad.ee
대장장이들이 수 백 년간 만들어온 
방식으로 제작되는 철제품으로 벽난로와 
그릴에 필요한 용품과 그 외 기념품, 
장신구 등을 판매합니다. 

Sepa Äri 
Olevimägi 11 · +372 680 0971 · www.ross.ee
직접 두들겨 만든 철기 제품 전문점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12명의 
장인들이 만든 부엌 및 정원용품, 가구, 
계단 장식품들을 판매합니다. 

Tulirebase Gild 
Nunne 7 · + 372 644 05047 · www.gild.ee
가죽제품과 사진첩, 책 표지용 특별제지 
전문점

Vildikoda 
Müürivahe 17 · + 372 5667 4671
양모 제품 전문점

예술품 및 특별디자인 제품 전문점

A-Galerii 
Hobusepea 2
본 매장은 현대적 분위기의 
보석전문매장으로 전시와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llee Art Salon 
Pikk 30 · + 372 646 4500 · www.allee.ee
박물관에 전시될 만한 품질의 회화, 조각 
등 정통 예술품 전문점

Diele Galerii  
Vanaturu kael 3 · + 372 641 8043 
www.dielegalerii.ee
에스토니아 미술품과 회화가 다양하게 
구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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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erii-G 
Vabaduse Väljak 6 · +372 644 8971  
Tartu mnt 1 + 372 644 9620 
두 곳에 위치한 이 작은 매장에서는 
회화, 손으로 직접 그린 오지그릇 등을 
판매합니다. 

Galerii kaks  
Lühike jalg 1 · + 372 641 8308  
예술적인 유리제품, 천, 도자기, 가죽 
제품과 함께 보석제품을 판매합니다. 

Galerii 36 
Lühike jalg 8 · + 372 644 1658

Lühikese Jala Galerii and Portaal
Lühike jalg 6 · + 372 631 4720 
www.hot.ee/lgalerii 
Vene 16 · + 372 631 4720
이 두 매장에서는 현대적 스타일의 
섬유, 비단그림, 벽걸이 융단, 도자기, 
조각품, 유리, 보석, 가죽 제품, 수제 엽서 
등이 다양하게 구비되어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실내장식용 소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Myy Art 
Müürivahe 36 · + 372 631 3289

구시가지 내의 이 갤러리에서는 고도의 
장인기술이 발현된 실용예술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는 세 명의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만든 도자기, 섬유제품과 그래픽 회화, 
유리제품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Müürigalerii 
Müürivahe 20 · +372 645 9590

Navitrolla Gallery 
Suur-Karja 21 · +372 631 3716  
www.navitrolla.ee
나비트롤라는 에스토니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성의 신세대 예술가입니다.  
기발하고 독특한, 그러나 약간 기괴한 
그의 작품이 넓은 갤러리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유화작품은 현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인쇄된 그림의 경우 액자와 
함께, 아니면 별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Nu nordik  
Vabaduse Väljak 8 · + 372 644 9392
이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분위기의 
매장에서는 젊은 에스토니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eet Aus 
Müürivahe 19 · + 372 681 3857
구시가지에 갓 문을 연 이 매장은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환경친화적 
주제의 의류들을 전시 판매합니다. 
이 스튜디오는 창조력 풍부한 젊은 

디자이너인 레트 아우스가 운영하고 
있으며, 그가 추구하는 목표는 미각적 
매력을 겸비한 환경친화성입니다. 

RIOS Galerii  
Kaarli pst 8 · + 372 699 9698

Saima Priks Galerii Stuudio
Müürivahe 21 · + 372 646 6155 
www.hot.ee/saimapriks

Vaal Gallery 
Tartu mnt 80d · + 372 681 0871  
www.vaal.ee
이 갤러리는 에스토니아 현대미술의 
가장 훌륭한 예를 선보이는 곳으로서, 
전시, 판매, 경매를 통해 현대 예술계에 
등장하는 새로운 방향의 모습을 
대중들의 눈에 선보입니다. 

Vernissage 
Uus Tatari 23 · + 372 677 2010  
www.vernissage.ee
 이 매장은 순수 고전 예술품만을 
취급합니다. 에스토니아 예술가들의 
회화나 스케치를 비롯하여 
외국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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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과 스튜디오

아래 스튜디오에서는 매일 방문객들에게 예술품과 수공예품 
제작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Katariina Guild•	 , Vene 12 · + 372 641 8054 
가죽, 섬유, 조각보, 유리제품, 모자, 도자기 작업장

다음 스튜디오에서는 사전 예약시 단체견학이 가능합니다. 

Bogapott•	  (ceramics), Pikk jalg 9 · +372 631 3181 
www.bogapott.ee
Eesti Käsitöö Maja•	  (handicrafts), Pikk 22 · +372 631 4076 
www.crafts.ee
Kangastelje Töötuba•	  (Loom Workshop), Vabriku 59  
+372 648 4857 www.kangakudumine.ee
Marja Matiisen’s Patchwork Open Studio, •	
Miiduranna tee 36 / Varju tee 5 · +372 501 5651 
www.marjamatiisen.com
Mihkli Guild (ceramics)•	 , Vene 13 · +372 699 6153 
www.vhk.ee/mihkligild

골동품점

Antiik•	  (icons, silver), Kinga 5 · +372 646 6232 
www.antiqueshop.ee
Antikvaar•	 , Rataskaevu 20 · +372 641 8269
Bukinist•	  J.Hammer (books, printed material), 
Roosikrantsi 6 · +372 644 2633 · www.oldbooks.ee
J. Idla Kauplus Antiik•	 , Lennuki 22 · 전화 +372 660 4759 
Pikk 43 · +372 646 4060

백화점 

De La Gardie •	
Viru 13/15 · +372 681 8078 · www.delagardie.ee
Demini•	  
Viru 1 · +372 646 1190

Stockmann•	  
Liivalaia 53 · +372 633 9539 · www.stockmann.ee
Tallinna Kaubamaja •	
Gonsiori 2 · +372 667 3100 · www.kaubamaja.ee

쇼핑센터 

Foorum•	  
Narva mnt 5 · +372 631 4801 · www.foorumkeskus.ee
Järve Shopping Centre •	

Pärnu mnt 238 · +372 614 0211 · www.jarvekeskus.ee
Kristiine Shopping Centre •	
Endla 45 · +372 665 0341 · www.kristiinekeskus.ee
Magistral Shopping Centre •	
Sõpruse pst 201/203 · +372 677 4155 · www.magistral.ee
Norde Centrum •	
Lootsi 7 · +372 669 8900
Rocca al Mare Shopping Centre •	
Paldiski mnt 102 · +372 665 9100 · www.roccalmare.ee
Rotermann kaubamaja •	
Rotermanni 5/Roseni 10 · +372 626 4200 
www.rotermannikaubamaja.ee
SadaMarket •	
Sadama 6/8 · +372 661 4500 · www.sadamarket.ee
Sikupilli Shopping Centre •	
Tartu mnt 87 · +372 680 9500 · www.sikupilli.ee
Viru Centre •	
Viru väljak 4 · +372 610 1444 · www.virukeskus.com
WW Passaaž •	
Aia 3/Vana-Viru 10 · +372 627 1200
Ülemiste Centre •	
Suur-Sõjamäe 4 · +372 603 4999 · www.ulemist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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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활동의 중심지 탈린
에스토니아 북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헬싱키 만을 사이에 
두고 헬싱키와 겨우 80km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는 탈린은 
예전부터 만남의 장소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탈린은 
국내 및 국제무대에서 문화의 도시, 스칸디나비아와 발트 
지역을 잇는 북유럽의 경제적 허브라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탈린은 중세와 현대가 결합된 유일한 곳으로서 
다양한 측면의 행사를 열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찬 도시 탈린은 이러한 장점과 결합시켜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창조하는 기회를 부여해 드립니다. 

www.tourism.tallinn.ee/convention

인센티브 여행 
탈린은 놀라운 경험과 신비로운 순간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탈린에는 마술사처럼 최고의 경탄을 자아내는 전문업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탈린이 선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께서 일하신 만큼의 혜택을 

얻으실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와 매력적인 해변 및 푸르른 환경을 갖춘 탈린을 
여러분의 다음 사업여행지로 삼아보심은 어떠하신지요!
중세역사, 시가지 여행, 전통 문화와 풍습, 전통 음식, 
즐거운 휴식, 문화 체험, 모험, 겨울의 매력, 바다와 해안가, 
자연과 농촌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구비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주제와 상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tourism.tallinn.ee/convention

오락
탈린에서는 관광과 스포츠를 동시에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보트 타기, 골프, 승마 등의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아니면 오후의 시간을 헬스클럽과 수영장에서 보내실 계획이 
있으시던 간에, 탈린은 시내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시고 나면, 피곤한 심신을 달래줄 사우나, 혹은 훌륭한 
스파에서 몇 시간의 황홀한 여유를 만끽하시게 될 겁니다. 

www.tourism.tallinn.ee/fpage/goodtime/sport_adventure 
www.tourism.tallinn.ee/fpage/goodtime/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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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명 객실수 침대수 위치 가격대
Baltic Hotel Imperial**** 
Nunne 14, 10133 Tallinn  
전화 +372 627 4800 · 팩스 +372 627 4801 
hotel@imperial.ee · www.baltichotelgroup.com 32 52 구시가지 E/F/G

Baltic Hotel Vana Wiru 
Viru 11, 10140 Tallinn  
전화 +372 669 1500 · 팩스 +372 669 1501 
hotel@vanawiru.ee · www.baltichotelgroup.com 82 140 구시가지 E/F/G

Barons 
Suur-Karja 7 / Väike -Karja 2, 10140 Tallinn  
전화 +372 699 9700 · 팩스 +372 699 9710 
barons@barons.ee · www.barons.ee 33 58 구시가지 E/G

Bern 
Aia 10, 10111 Tallinn  
전화 +372 680 6630 · 팩스 +372 680 6631 
bern@tallinnhotels.ee · www.bern.ee 50 92 구시가지 D/E

Braavo 
Aia 20, 10111 Tallinn  
전화 +372 699 9777 · 팩스 +372 669 9787 
reservations@baronshotels.ee · www.braavo.ee 27 61 구시가지 C/D

City Hotel Portus 
Uus-Sadama 23, 10120 Tallinn  
전화 +372 680 6600 · 팩스 +372 680 6601 
portus@tallinnhotels.ee · www.portus.ee/ 107 250 시내 중심가 C/D

Domina Inn City 
Vana-Posti 11/13, 10146 Tallinn  
전화 +372 681 3900 · 팩스 +372 681 3901 
city@dominahotels.ee · www.dominahotels.com 68 104 구시가지 F

Domina Inn Ilmarine 
Põhja pst 23, 10414 Tallinn  
전화 +372 614 0900 · 팩스 +372 614 0901 
illmarine@dominahotels.ee · www.dominahotels.com 152 304 시내 중심가 F

Dzingel 
Männiku tee 89, 11213 Tallinn  
전화 +372 610 5201 · 팩스 +372 610 5245 
hotell@dzingel.ee · www.dzingel.ee 270 520 늠메 Nõmme 지역 B/C/D

Ecoland 
Randvere tee 115, 11913 Tallinn  
전화 +372 605 1999 · 팩스 +372 605 1998 
ecoland@ecoland.ee · www.ecoland.ee 35 70 피티라 C/D/F

Euroopa 
Paadi 5, 10151 Tallinn  
전화 +372 669 9777 · 팩스 +372 6699 770 
info@euroopa.ee · www.euroopa.ee 185 370 시내 중심가 E/F/G

GoHotel Shnelli 
Toompuiestee 37, 10133 Tallinn  
전화 +372 631 0100 · 팩스 +372 631 0107 
shnelli@gohotels.ee/reservations@gohotels.ee · www.gohotels.ee 124 244 시내 중심가 C/E

Hotel G9 
Gonsiori 9, 10117 Tallinn  
전화 +372 626 7130 · 팩스 +372 626 7132 
info@hotelg9.ee · www.hotelg9.ee 22 44 시내 중심가 B/C/D

Hotel Rocca al Mare 
Lillevälja 2  
전화 +372 664 5950 
sales@roccahotels.ee · www.roccahotels.ee 36 71 하베르스티 Haabersti D,E,G

Kalev SPA Hotel 
Aia 18, 10111 Tallinn  
전화 +372 649 3300 · 팩스 +372 649 3301 
kalevspa@kalevspa.ee · www.kalevspa.ee 100 200 구시가지 E/F/G

탈린에는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이 많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선택의 폭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배낭여행객들을 위한 저렴한 호텔까지, 구시가지 내 고풍스런 
건물부터 현대식건물까지 여러분의 다양한 관심사에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타 유럽 도시에 비해서 더 엄격한 관리 기준은, 탈린 
숙박업소의 우수성을 확실히 보장해 드립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이르는 성수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기간에도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주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곳에 제시된 가격대는 개인당이 아닌 방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숙박료에는 아침식사와 세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www.tourism.tallinn.ee/fpage/travelplanning/accommodation/facilities 

호텔 – 최고 수준에 맞는 서비스와 식사(식당)를 제공하는, 최소 10
개의 객실이 갖추어진 숙박업소. 
게스트하우스 – 식사를 제공하며 5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 
호스텔 – 휴가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방문한 
이들을 위해, 식사 혹은 취사 시설을 제공하는 간소화된 숙박업소. 
캠핑 – 텐트, 여행용 밴 사용을 위한 지정한 공간과 주차시설, 취사 
공간 등 숙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소. 
아파트먼트 – 부엌을 갖춘 완전한 집을 빌려주는 숙박업소. 
아침식사제공민박 – 아파트나 개인주택에서 제공해주는 아침식사가 
제공되는 숙박서비스. 

가격대 A – EEK 1 - 250 B – EEK 251-600 C – EEK 601-1000 D – EEK 1001-1400 E – EEK 1401 - 2000 F – EEK 2001-3000  G – EEK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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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m Õde / The Three Sisters***** 
Pikk 71/Tolli 2, 10133 Tallinn  
전화 +372 630 6300 · 팩스 +372 630 6301 
info@threesistershotel.com · www.threesistershotel.com 23 46 구시가지 G

L’ Ermitage 
Toompuiestee 19, 10137 Tallinn  
전화 +372 699 6400 · 팩스 +372 699 6401 
info@lermitagehotel.ee · www.lermitagehotel.ee 91 181 시내 중심가 E/F/G

Lilleküla 
Luha 18B, 10131 Tallinn  
전화 +372 627 1120 · 팩스 +372 648 1333 
info@lillekulahotel.ee · www.lillekulahotel.ee 31 60 크리스티네 Kristiine C/D

Merchant’s House Hotel 
Dunkri 4/6, 10123 Tallinn, Estonia  
전화 +372 697 7500 · 팩스 +372 697 7501 
info@merchantshousehotel.com · www.merchantshousehotel.com 37 70 구시가지 G

Meriton Grand Hotel Tallinn 
Toompuiestee 27, 10149 Tallinn  
전화 +372 667 7000 · 팩스 +372 667 7555 
grandhotel@meritonhotels.com · www.meritonhotels.com 164 328 시내 중심가 F/G

Meriton Old Town Hotel 
Lai 49, 10133 Tallinn  
전화 +372 614 1300 · 팩스 +372 614 1311 
oldtown@meritonhotels.com · www.meritonhotels.com 41 79 구시가지 D/F/G

Metropol 
Roseni 13, 10111 Tallinn  
전화 +372 667 4500 · 팩스 +372 667 4600 
booking@metropol.ee · www.metropol.ee 149 298 시내 중심가 E/F

Nepi 
Nepi 10, 11312 Tallinn  
전화 +372 655 1665 · 팩스 +372 655 1664 
nepihotell@nepihotell.ee · www.nepihotell.ee 10 16 크리스티네 Kristiine B/C/D

Nordic Hotel Forum 
Viru väljak 3, 1011 Tallinn  
전화 +372 622 2900 · 팩스 +372 622 2901 
info@nordichotels.eu · www.nordichotels.eu 267 534 시내 중심가 D/E/F

Old Town Maestro’s 
Suur-Karja 10, 10140 Tallinn  
전화 +372 626 2000 · 팩스 +372 631 3333 
maestro@maestrohotel.ee · www.maestrohotel.ee 23 46 구시가지 E/G

Oru Hotel*** 
Narva mnt 120B, 10127 Tallinn  
전화 +372 603 3300 · 팩스 +372 601 2600 
sales@oruhotel.ee · www.oruhotel.ee 51 86 시내 중심가 D/E/F/G

Pirita Top Spa 
Regati pst 1, 11911 Tallinn  
전화 +372 639 8600 / +372 639 8822 · 팩스 +372 639 8821 
reservation@topspa.ee · www.topspa.ee 267 497 피티라 C/D/E/F

Radisson SAS Hotel Tallinn 
Rävala 3, 10143 Tallinn Map  
전화 +372 682 3000 · 팩스 +372 682 3001 
info.tallinn@radissonSAS.com · www.tallinn.radissonsas.com 280 560 시내 중심가 F

Reval Hotel Central*** 
Narva mnt 7C, 10117 Tallinn  
전화 +372 633 9800 · 팩스 +372 633 9900 
central.sales@revalhotels.com · www.revalhotels.com 245 490 시내 중심가 D/E

Reval Hotel Olympia**** 
Liivalaia 33, 10118 Tallinn  
전화 +372 631 5333 · 팩스 +372 631 5325 
olympia.sales@revalhotels.com · www.revalhotels.com 390 688 시내 중심가 F/G

Reval Inn ** 
Sadama 1, 10111 Tallinn  
전화 +372 667 8700 · 팩스 +372 667 8800 
tallinn.sales@revalinn.com · www.revalinn.com 163 326 시내 중심가 D

Reval Park Hotel & Casino **** 
Fr. R. Kreutzwaldi 23, 10147 Tallinn  
전화 +372 630 5305 · 팩스 +372 630 5315 
park.sales@revalhotels.com · www.revalhotels.com 121 218 시내 중심가 E/F/G

Savoy Boutique Hotel 
Suur-Karja 17/19, 10148 Tallinn  
전화 +372 680 6688 · 팩스 +372 680 6689 
savoy@tallinnhotels.ee · www.savoyhotel.ee 43 75 구시가지 F/G

Scandic Palace 
Vabaduse väljak 3, 10141 Tallinn  
전화 +372 640 7300 · 팩스 +372 640 7288 
palace@scandic-hotels.com · www.scandic-hotels.ee 86 148 시내 중심가 E/G

호텔명 객실수 침대수 위치 가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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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össle***** 
Pühavaimu 13/15, 10123 Tallinn  
전화 +372 699 7700 · 팩스 +372 699 7777 
schlossle@schlossle-hotels.com · www.schlossle-hotels.com 23 42 구시가지 F/G

Skane 
Kopli 2C, 10142 Tallinn  
전화 +372 667 8300 · 팩스 +372 667 8301 
info@hotelskane.eu · www.hotelskane.eu 38 67 시내 중심가 C/D

Sokos Hotel Viru 
Viru väljak 4, 10111 Tallinn  
전화 +372 680 9300 · 팩스 +372 680 9236 
viru.reservation@sok.fi · www.viru.ee 516 1020 시내 중심가 E

St Olav 
Lai 5  
전화 +372 616 1180 · 팩스 +372 616 1181 
olav@olav.ee · www.olav.ee 78 150 구시가지 D,E,G

St. Barbara 
Roosikrantsi 2A, 10119 Tallinn  
전화 +372 640 0040 · 팩스 +372 640 0041 
reservations@stbarbara.ee · www.stbarbara.ee 53 104 시내 중심가 E

St. Petersbourg**** 
Rataskaevu 7, 10123 Tallinn  
전화 +372 628 6500 · 팩스 +372 628 6565 
stpetersbourg@schlossle-hotels.com · www.schlossle-hotels.com 27 49 구시가지 G

Stroomi** 
Randla 11, 10315 Tallinn  
전화 +372 630 4200 · 팩스 +372 630 4500 
stroomi@stroomi.ee · www.stroomi.ee 137 250 탈린 시 북부 B/C/D/E

Susi*** 
Peterburi tee 48, 11415 Tallinn  
전화 +372 630 3300 · 팩스 +372 630 3400 
susi@susi.ee · www.susi.ee 101 202 라스나매에 Lasnamäe C/D/E

Swissotel Tallinn 
Tornimäe 3, 10145 Tallinn  
전화 +372 624 0000 · 팩스 +372 624 0001 
tallinn@swissotel.com · www.swissotel.com/tallinn 238 505 시내 중심가 F

Taanilinna**** 
Uus 6, 10111 Tallinn  
전화 +372 640 6700 · 팩스 +372 646 4306 
info@taanilinna.ee · www.taanilinna.ee 20 37 구시가지 E/F

Tallink 
A. Laikmaa 5, 10145 Tallinn  
전화 +372 630 0800 · 팩스 +372 630 0810 
cityhotel@tallink.ee · http://hotels.tallink.com 332 664 시내 중심가 F/G

Tallink Spa & Conference Hotel 
Sadama 11a, 10111 Tallinn  
전화 +372 630 1000 · 팩스 +372 630 1010 
spahotel@tallink.ee · http://hotels.tallink.com 275 580 시내 중심가 F/G

Tatari 53 
Tatari 53, 10134 Tallinn  
전화 +372 640 5150 · 팩스 +372 640 5151 
info@tatari53.ee · www.tatari53.ee 36 64 시내 중심가 C/D

Telegraaf ***** 
Vene 9, 10123 Tallinn  
전화 +372 600 0600 · 팩스 +372 6000 601 
info@telegraafhotel.com · www.telegraafhotel.com 86 162 구시가지 F/G

Tähetorni *** 
Tähetorni 16, 11625 Tallinn  
전화 +372 677 9100 · 팩스 +372 677 9096 
tahetorn@neti.ee · www.thotell.ee 36 63 늠메 Nõmme 지역 C/D/F

Uniquestay Mihkli *** 
Endla 23, 10122 Tallinn  
전화 +372 666 4800 · 팩스 +372 666 4888 
reservationsmihkli@uniquestay.com · www.uniquestay.com 84 167 시내 중심가 E

Uniquestay Tallinn 
Toompuiestee 23, 10137 Tallinn  
전화 +372 660 0700 · 팩스 +372 661 6176 
reservationstallinn@uniquestay.com · www.uniquestay.com 77 148 시내 중심가 E

Viru Inn Hotel 
Viru 8, 10140 Tallinn  
전화 +372 611 7600 · 팩스 +372 641 8357 
viruinn@viruinn.ee · www.viruinn.ee 15 27 구시가지 F/G

Ülemiste Hotel **** 
Lennujaama tee 2, 11101 Tallinn  
전화 +372 603 2600 · 팩스 +372 603 2601 
sales@ylemistehotel.ee · www.ylemistehotel.ee 131 250 라스나매에 Lasnamäe E/F/G

호텔명 객실수 침대수 위치 가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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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정보



실용정보

은행,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여행자수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나 
매장에서 직접 결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여행자수표는 유로체크 (Eurocheque) 이지만,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American Express) 나 토마스 쿡 (Thomas 
Cook) 역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탈린 시내에 많이 
위치해 있어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중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며, 토요일 아침에 영업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환전은 모든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대규모 
호텔, 공항, 항구, 기차역과 주요 쇼핑센터에서는 환전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와 세관 

2007년 12월 21일 자로 에스토니아는 셴겐 조약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은 (에스토니아 포함) 셴겐 지역 
입국시 여권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 

비 셴겐 지역 국가 (한국 해당) 국민들의 경우 여권 이외에도, 
국경에서 요구가 있을지 여행의 목적을 증명할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국경수비대원들은 셴겐 지역 체류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재정상황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셴겐 지역 입국시 비자가 필요없는 국가 국민들은 (한국인 
해당), 셴겐 지역 최초 입국일로부터 따져서 6개월 내 90일 
기간 동안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셴겐 지역 입국시 비자가 요구되는 국가 국민들의 경우 비자에 
지정된 기간만큼 체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셴겐 지역 
최초 입국일로부터 따져서 6개월 내 9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비셴겐지역국가 (한국 포함) 국민들이 셴겐지역에 들어올 
경우 셴겐지역체류일정의 공식적인 시작을 증명하는 도장을 
여권에 받게 됩니다. 셴겐지역을 떠날 경우에도 여권에 그를 
증명하는 도장이 부여됩니다. 만약 여권에 셴겐지역에서 받은 
출입국도장이 없다면 국경수비대원은 그 여행자가 셴겐 지역 
체류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인근의 에스토니아 대사관을 
방문하시거나 에스토니아 외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www.mfa.ee

에스토니아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세관 정보는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customs.ee

면세품

유럽연합 이외에 국가에서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면세품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시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면세품 매장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총 2500 EEK 이상의 쇼핑을 하셨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품 매장에서는 구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 확인서를 유럽연합을 떠나실 때 
세관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매자는 그 
물건 구매 이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구매물품을 유럽연합 
밖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하며, 유럽연합을 떠나기 전까지 
구매물품의 포장을 뜯어서는 안됩니다. 요구가 있을 시 
개봉되지 않은 구매물품을 세관원에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부 정보가 필요하시면 지역 세관이나 세관원에게 
문의 하십시오.  

세관 정보 안내 전화 : 전화 + 372 880 0814 

전압 

사용전류는 220 V, 50 Hz 입니다. 

날씨 

탈린의 기후적 특징은 상당히 추운 겨울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서늘한 봄, 비교적 더운 여름, 그리고 길고 따스한 
가을입니다. 바다에 인접한 입지조건과 대서양에서 발원하는 
기후적 조건이 현지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더운 달은 7월로 평균기온은 영상 19도에 이르며, 가장 추운 2
월은 평균기온이 영하 7도입니다. 

날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weather.ee 에서 
확인하세요.

의료 서비스

에스토니아 입국 시 별도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위급상황의 경우 1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약국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하지만,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은 의약품은 모든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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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전화 
외국에서 탈린으로 전화를 하실 경우 국가번호 372를 누르신 
후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카드식 
공중전화로 국내 및 해외전화가 가능합니다. 공중전화카드는 
50 EEK와 100 EEK짜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문가판대나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전화를 하실 때는 
00을 선택하신 후 국가번호를 누르십시오. 에스토니아에는 
GSM 방식의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지하시는 
휴대전화의 현지 사용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한국 내 
이동통신사에서 문의하십시오. 

무선 인터넷 
탈린에는 총 1159개 지점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지점에 대해서는 www.wifi.ee 에서 확인하세요. 

도착 

국제공항, 항구, 버스터미널, 기차역 모두 탈린 시내 중심가와 
구시가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공편 

탈린 시내에서 불과 4km 떨어진 탈린 윌레미스테 국제공항은 
승객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훌륭한 편의시설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 정보
출국장 내 정보안내센터는 아침 5시부터 마지막 비행기 
도착시간까지 근무합니다. 

전화 + 372 605 8888 팩스 + 372 605 8433  
www.tallinn-airport.ee

공항에서 시내로 나가는 방법 
2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버스표는 운전사에게서 바로 
구입이 가능하며 15EEK입니다. 시내로 나가는 2번 버스 
정류장은 입국장 앞에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은 탈링크 시티 호텔 (Tallink City Hotel)과 소코스 
비루 호텔 (Sokos Viru Hotel) 에 인접해 있는 비루 케스쿠스 
(Viru Keskus) 사이, 라이크마 (Laikmaa) 거리에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공항 맞은편에 있으며 시내까지 요금은 대략 
120 EEK입니다. 

국제선 
탈린에는 2008년 9월 현재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베를린, 
브뤼셀, 코펜하겐, 더블린, 두브로브닉, 프랑크푸르트, 
고텐부르그, 함부르크, 헬싱키, 키예프, 런던, 밀라노, 민스크, 
모스크바, 뮌헨, 오슬로, 파리, 프라하, 리가, 로마, 심페레폴, 
스톡홀름, 비엔나, 빌뉴스, 바르샤바로 가는 국제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콥터라인  
탈린과 헬싱키 간을 운행하는 헬기 서비스가 2008년 4월 
재개하였습니다. 비행시간은 18분입니다. 헬기는 탈린의 
린나할 (Linnahall) 헬기장에서 출발하여 헬싱키 헤르네사리 
(Hernesaari) 헬기장에 도착합니다. www.copterline.com 

선박편 

페리와 쾌속정
탈린-헬싱키 간 항로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여객선 노선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 만을 가로지르는 탈린과 헬싱키 간 
선박노선은 하루에도 수 차례씩 운행되며 대략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늦은 봄에서 늦은 가을 간의 기간에는 쾌속정이 
구간에 투입되어 운행시간이 한 시간 30분 정도로 단축됩니다. 
탈린-스톡홀름 간 노선은 매일 저녁에 출발하며 대략 15시간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항구 내 정보센터 전화 + 372 631 8550  
www.portoftallinn.com

여객선 터미널은 탈린 구시가지에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터미널
• A 터미널에서는 헬싱키 행 Viking Line, Eckerö Line페리와  
 SuperSeaCat 쾌속정이 출발합니다. 
• B 터미널은 헬싱키에서 출발한 Viking Line, Eckerö Line 
 페리와 SuperSeaCat 쾌속정이 도착하는 터미널입니다. 
• C터미널에서는 Nordic Jet Line 쾌속정 전용터미널입니다. 
• D 터미널은 Tallink가 운영하는 탈린-헬싱키 간 페리,  
 쾌속정 및 탈린-스톡홀름 간 페리가 출발하는  
 터미널입니다. 
• 린나할 Linnahall 터미널은 탈린-헬싱키 간 Linda Line  
 쾌속정 전용터미널입니다. 

항구에서 시내로 가시려면 
버스2번을 타시면 되며 요금은 15 EEK입니다. 각 터미널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 요금은 대략 60 EEK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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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 운행 여객선 정보
1. 헬싱키 행 
• Eckerö Line, 전화 +372 631 8606 · www.eckeroline.ee
• Tallink, 전화 +372 640 9808 · www.tallink.ee
• Viking Line, 전화 372 666 3966 · www.vikingline.ee

쾌속정 
• LindaLine Express, 전화 +372 699 9333 · www.lindaline.ee 
• Nordic Jet Line, 전화 +372 613 7000 · www.njl.ee 
• Tallink, 전화 +372 640 9808 · www.tallink.ee

2. 스톡홀름 행  
• Tallink, 전화 + 372 640 9808 · www.tallink.ee

크루즈 
북유럽을 오가는 크루즈 선박들은 대부분 탈린을 일정에 
포함시켰으며, 크루즈 성수기에는 대략 200여개의 크루즈 
선박이 방문하므로, 유럽 전반적인 기준에서 보아도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시가지 항구는 
길이 300m가 넘는 선박도 정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ortoftallinn.ee 에서 확인하십시오. 

요트
피리타 요트선착장(59o28,2’ N 24o49,2’ E, VHF 16, 깊이2,8m)
은 시내에서 5km 떨어져 있습니다. 
피리타 항 연락처 전화 + 372 639 8800 · www.piritatop.ee

철도편 

GoRail 철도회사에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그를 
연결하는 국제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S GoRail. 전화 + 372 631 0043 www.gorail.ee 

기차역은 구시가지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항구와도 멀지 
않습니다. 

기차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 
1번, 2번 전차를 타시거나, 구시가지 방향 지하도를 통해 약 
200 미터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버스편 

국제여객버스회사인 유로라인 Euroline에서 여러 유럽도시로 
연결하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Eurolines 전화 + 372 680 0909 · www.eurolines.ee 

국제버스를 비롯해서 탈린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내버스들은 
전부 탈린 시내에 위치한 중앙터미널로 도착합니다. 

탈린 중앙터미널 Lastekodu 46, 전화 + 372 680 0900 

터미널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  
2번, 4번 전차나 17A, 23, 23A 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시내까지 택시 요금은 대략 80 EEK 선입니다. 

탈린 인근지역 버스정보 
탈린 인근지역으로 가는 버스는 기차역에서 출발합니다.  
하류 (Harju) 지역 버스 정보 전화 +372 640 6780 

대중교통 

버스, 트롤리버스(무궤도버스), 트람(궤도전차), 미니버스는 
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정기적으로 운행됩니다. 요금은 
신문가판대에서 구입시 13EEK, 직접 운전사에게서 구입시 
20 EEK입니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1일, 3일권 등 정기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기권은 오직 신문가판대에서만 
판매합니다. 탈린 카드 소지자는 카드 유효기간 내에 한해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 

택시는 거리에서 잡아타거나 전화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중요교차로나 대규모 호텔 앞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각각의 업체에서 결정하며, 기본요금, 
거리당 요금과 대기요금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거리당 
요금은 주간 (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과 야간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으로 나뉘어있습니다. 택시의 미터기는 항시 켜져 
있어야 합니다. 승객은 미터기에 나타난 금액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되며, 택시 운전사는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된 미터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여행객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그 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추천코스가 특별히 마련되어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www.tourism.tallinn.ee

경찰 

어디에서건 국번 없이 110 (무료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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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에스토니아 상공회의소  
Toom-Kooli 17. 10130 Tallinn 
전화 + 372 646 0244 팩스 + 372 646 0245  
koda@koda.ee · www.koda.ee

탈린시 기업청 
Vabaduse Väljak 7, 15199 Tallinn  
전화 +372 640 4218 팩스 +372 640 4208  
invest@tallinnlv.ee · www.tallinn.ee

대사관

핀란드 주재 한국 대사관  
대사 이호진  
Fabianinkatu 8 
00130 Helsinki, Finland 
전화 + 358 9 251 5000 
팩스 + 358 9 251 500 55 

에스토니아 관할 명예영사 프리트 마란  
(Mr. Priit Maran) 
Punane 14A – 319, 1361, Tallinn, Estonia 
전화 + 372 602 6651 
팩스 + 372 602 6650  
priit@woodex.ee

관광안내소와 관련기관

엔터프라이즈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 
관광청

Liivalaia 13/5, 10118 Tallinn 
전화 + 372 627 9770 팩스 + 372 627 9777 
info@visitestonia.com · www.visitestonia.com

에스토니아 호텔 및 식당 협회 
Kiriku 6, 10130 Tallinn 
전화 + 372 641 1428 팩스 + 372 641 1425 
info@ehrl.ee · www.ehrl.ee

에스토니아 여행업자 협회
Pärnu mnt. 20, 10141 Tallinn 
전화 +372 631 3013 팩스 +372 631 3622 
info@etfl.ee · www.etfl.ee

에스토니아 지방 관광청 
Vilmsi 53 B, 10147 Tallinn 
전화 +372 600 9999 
eesti@maaturism.ee · www.maaturism.ee 

탈린 관광청, 컨벤션사무국 

탈린 관광청과 컨벤션사무국은 탈린 시의 
공식관광사업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여행업 전문업체들과 
관광 관련 기간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가, 국제회의, 단체, 개인 여행 등 종류와 목적을 막론하고 
탈린을 방문하실 계획하시는 분들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탈린 관광청과 컨벤션사무소의 주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 관광 마케팅
• 컨벤션 마케팅
• 관광 통계 및 시장 조사
• 탈린 카드 개발과 마케팅
• 관광 안내 서비스
• 관광의 질과 기반시설과 관련된 여러 기획 활동

연락처:

탈린 관광청, 컨벤션 사무국  
Vabaduse väljak 7, 15199 Tallinn 
전화 +372 640 4411 팩스 +372 640 4764  
 www.tourism.tallinn.ee

마케팅 담당부서  
전화 +372 640 4412 팩스 +372 640 4764 
tourism.marketing@tallinnlv.ee 
컨벤션 담당부서  
전화 +372 640 4414 팩스 +372 640 4764  
convention@tallinnlv.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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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 관광 정보 센터 
탈린 관광청과 컨벤션 사무국은 구시가지와 대규모 
쇼핑센터인 비루 케스쿠스 두 지점에서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서는 다음의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문화행사, 볼거리, 단체관광상품, 교통편, 식사, 
쇼핑, 레저시설, 스포츠경기, 스포츠시설, 컨퍼런스시설, 
공식관광안내원, 탈린 주변 지역 및 타 지역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구시가지 중심부에 자리잡은 
탈린관광정보센터에서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직접 상담이나 전화, 팩스, 메일 등) 
• 탈린 내 전문적인 관광안내원 소개 및 예약  
• 탈린과 에스토니아 전반에 관한 출판물 제작 
• 탈린 카드 판매 

탈린 관광정보센터 영업시간: 
5월 – 6월 :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 •일 오전 10시-오후 5시 
7월 – 8월 :  
평일 오전 9시 – 오후 8시, 토 •일 오전 10시-오후 6시 
9월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 •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10월 – 4월 :  
평일 오전 9시 – 5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휴무

연락처 
구시가지 내 탈린 관광정보센터 
Kullasepa 4 / Niguliste 2, 10146 Tallinn  
전화 + 372 645 7777 팩스 + 372 645 7778 
turismiinfo@tallinnlv.ee 
 www.tourism.tallinn.ee · www.tallinn.ee

탈린 관광정보센터 비루 케스쿠스 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직접 상담이나 전화, 팩스, 메일 등) 
• 탈린 카드 판매 
본 지점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근무합니다 (2008
년 12월 25일은 휴무입니다)

연락처  
Tallinn Tourist Information Centre in Viru Keskus 
Viru väljak 4, 10111 Tallinn 
전화 + 372 610 1557/ +372 610 1558 팩스 +372 610 1559 
turismiinfo@tallinnlv.ee 
www.tourism.tallinn.ee  · www.tallinn.ee

www.tourism.tallin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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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r Tours Estonia 
Kaubamaja 6, Tallinn 10143 
전화 +372 6276 031 · 팩스+372 6276 031 
info@airtours.ee 
www.airtours.ee

2. Arensburg Travel 
Tallinna 25, Kuressaare 93811 
전화 +372 4533 360 · 팩스+372 4533 371 
abr@tt.ee 
www.saaremaa-travel.com

3. Atlas Travel Agency 
Ülikooli 4, Tartu 51003 
전화 +372 7423 511 · 팩스+372 7423 551 
tartu@atlas.ee 
www.atlas.ee

4. Aves Travel 
Tartu mnt 16B, Tallinn 10117 
전화 +372 6663 866 · 팩스+372 6663 868 
tll@avestravel.eu 
www.avestravel.eu

5. Baltic Event 
Suur-Ameerika 12, Tallinn 10119 
전화 +372 6313 180 · 팩스+372 6313 182 
kadri.ambos@balticevent.com 
www.balticevent.com

6. Baltic Tours 
Pikk 16, Tallinn 10133 
전화 +372 6300 410 · 팩스+372 6300 411 
baltic.tours@bt.ee 
www.baltictours.ee

7. BaltoScandia Tours 
Ahtri 8, Tallinn 10151 
전화 +372 6261 062 · 팩스+372 6261 128 
aime@baltoscandia.ee 
www.baltoscandia.ee

8. Columbus Travel 
Ahtri 8, Tallinn 10151 
전화 +372 6116 116 · 팩스+372 6116 115 
columbus@columbustravel.ee 
www.columbustravel.ee

9. Comtour Travel Agency 
Lauteri 7, Tallinn 13619 
전화 +372 6455 925 · 팩스+372 6441 955 
comtour@comtour.ee

10. Con-ex Estonia 
Vene 40, Tallinn 10123 
전화 +372 6117 531 · 팩스+372 6117 535 
estonia@con-ex.com 
www.con-ex.ee

11. Concordia Travel Agency 
Punane 6, cab 318, Tallinn 13619 
전화 +372 6443 221 · 팩스+372 6604 434 
concordia@travelnet.ee

12. Destination Management Estonia 
Pikk 7, Tallinn 10123 
전화 +372 6422 264 · 팩스+372 6312 213 
info@destination.ee 
www.ef.com

13. DMC Estonia 
Pirita tee 20, P521, Tallinn 10127 
전화 +372 6681 126 · 팩스+372 6055 719 
info@dmcestonia.ee

14. E-Turist Ltd 
Kompanii 1 C, Tartu 51004 
전화 +372 7441 687 · 팩스+372 7441 956 
eturist@estpak.ee 
www.e-turist.ee

15. Estonian Tours 
Pärnu mnt. 69 B - room 3, Tallinn 10134 
전화 +372 6462 370 · 팩스+372 6461 462 
incoming@estoniantours.ee

16. Estintour 
Pärnu mnt 20A, Tallinn 10141 
전화 +372 6461 390 · 팩스+372 6463 601 
estintour@datanet.ee 
www.estintour.ee

17. Estland-Reisen (Viisk, Põis ja Õlekõrs) 
Rataskaevu 14 - 2A, Tallinn 10123 
전화 +372 6554 771 · 팩스+372 6440 174 
estland@estland.ee 
www.estland.ee

18. Estlit Tours 
Fr. R. Kreutzwaldi 12, Tallinn 10124 
전화 +372 6659 515 · 팩스+372 6604 586 
contact@estlittours.com 
www.estlittours.com

19. Estonian Holidays 
Rüütli 28/30, Tallinn 10130 
전화 +372 6270 500 · 팩스+372 6270 501 
holidays@holidays.ee 
www.holidays.ee

20.Estour 
Narva mnt. 42, Tallinn 10150 
전화 +372 6272 750 · 팩스+372 6272 771 
info@bi-info.ee 
www.estou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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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stravel 
Suur-Karja 15, Tallinn 10140 
전화 +372 6266 201 · 팩스+372 6266 202 
info@estravel.ee 
www.estravel.ee

22. Frens 
Toompuiestee 30, Tallinn 10149 
전화 +372 6979 200 · 팩스+372 6979 201 
frens@frens.ee 
www.frens.ee

23. GoTravel 
Toompuiestee 37, Tallinn 10133 
전화 +372 6310 110 · 팩스+372 6310 159 
info@gotravel.ee 
www.gotravel.ee

24. Kaleva Travel 
Pärnu mnt 67B, Tallinn 10134 
전화 +372 6407 770 · 팩스+372 6407 771 
info@kalevatravel.ee 
www.kalevatravel.ee

25. Karol Travel Agency 
Narva mnt. 13, Tallinn 10151 
전화 +372 6143 085 · 팩스+372 6143 088 
info@karol.ee 
www.karol.ee

26. South-Estonian Travel Agency 
Turu 2, Tartu 51104 
전화 +372 7344 305 · 팩스+372 7344 614 
info@letstravel.ee 
www.letstravel.ee

27. Mainor Meelis 
Raua 39, Tallinn 10124 
전화 +372 6312 061 · 팩스+372 6312 397 
info.mainor@meelis.ee 
www.meelis.ee

28. Meelismatkad Ltd 
Raua 39, Tallinn 10124 
전화 +372 6117 010 · 팩스+372 6117 018 
incoming@meelis.ee 
www.meelismatkad.ee

29. Travel Agency Mere 
Tallinna 27, Kuressaare 93811 
전화 +372 4533 610 · 팩스+372 4533 609 
mere@rbmere.ee 
www.rbmere.ee

30. Panbaltica 
Luise 22-9, Tallinn 10124 
전화 +372 6797 000 · 팩스+372 6797 000 
info@panbaltica.com 
www.panbaltica.com

31. Reiser Travel Agency 
Adamsoni 1, Pärnu 80014 
전화 +372 4471 480 · 팩스+372 4471 482 
reiser@reiser.ee 
www.reiser.ee

32. Travel Expert Ldt 
Roosikrantsi 19, Tallinn 10119 
전화 +372 6108 600 · 팩스+372 6313 083 
info@reisiekspert.ee 
www.reisiekspert.ee

33. Swedest Motel Group 
Tuksi, Noarootsi vald, Läänemaa 91202 
전화 +372 4797 230 · 팩스+372 4797 245 
roosta@roosta.ee 
www.roosta.ee

34. Saaremaa Travel Agency 
Lossi 11, PO. Box 113, Kuressaare 93802 
전화 +372 4555 079 · 팩스+372 4554 035 
rb@saarlane.ee 
www.saaremaatravelagency.ee

35. Tallink Travel Club 
A.Laikmaa 5 / Tallink Hotel, Tallinn 
전화 +372 6300 843 
tiina.mander@tallink.ee

36. Tallintour 
Narva mnt. 19/1, Tallinn 10120 
전화 +372 6604 000 · 팩스+372 6604 444 
tlntour@neti.ee

37. Tiit Reisid 
Tatari 6, II floor, Tallinn 10116 
전화 +372 6623 762 · 팩스+372 6623 761 
tallinn@tiitreisid.ee 
www.tiitreisid.ee

38. Via Hansa Estonia Ltd 
Rüütli 13, Tallinn 10130 
전화 +372 6277 870 · 팩스+372 6277 871 
tallinn@viahansa.com 
www.viahansa.com

39. Wris Ltd 
Narva mnt 7D, VI floor, Tallinn 10117 
전화 +372 6129 130 · 팩스+372 6129 156 
wris@wris.ee  
www.wri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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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 중심가

1 시청광장
2 구시청사
3 시청사 약국
4 성 올랍 성당 (올레비스테 성당)
5 성 니콜라스 성당 (니굴리스테 성당)
6 성령교회
7 도미니크 수도원 박물관
8 도미니크 수도원 기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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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카드리오르그 공원
34 루살카 동상
35 알렉산데르 넵스키 성당

36 성 니콜라스  
 러시아 정교회 성당
37 KGB 사령부
38 마르야매에 전쟁 조형물
39 점령박물관
40 탈린 시립 박물관
41 탈린 역사 박물과 –  
 마르야매에 궁전
42 파타레이 해군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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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탈린 동물원
45 탈린 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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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관광정보센터
Kullassepa 4 / Niguliste 2, 10146 Tallinn, Estonia

비루 케스쿠스 내(內) 관광정보센터
Viru väljak 4, 10111 Tallinn, Estonia

전화 +372 645 7777  •  팩스 +372 645 7778
turismiinfo@tallinnlv.ee
www.tourism.tallin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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