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katowice.eu경기 일정 소개

자세한 내용은wmia2016.iihf.com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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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대한민국일본

가봐야 하는 곳

20세기 초에 유럽 내 특이한 주택-정
원 단지. 이는 Giesche 기셰 그룹의 
광부 가족을 위한 시골 성격에 1층짜
리 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물은 실레지아 주 기술 기념물 루
트에 있다.

20세기에 Giesche 기셰 그룹의 광부 
가족을 위한 도시형 독특한 광산 구
역. 폴란드 역사 기념물 목록에 특별
한 산업 건축물의 사례로 등재되었다. 
건축물은 실레지아 주 기술 기념물 루
트에 있다.

    NIKISZOWIEC 니키쇼비에츠

    GISZOWIEC 기쇼비에츠

    현대식 카토비체 루트, 시내

카토비체는 20세기 20년대 그리고 30
년대의 현대 건축 기념물로 넘쳐난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특히 고층건물, 
수비대 성당, Skłodowska-Curie 길 
주변의 주택) 시내 남쪽에서 구경할 
수 있다. 루트를 만들어내는 건물 근
처에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는 안내소를 설치했다.

출판사 
카토비체 시청 
홍보 부서

카토비체의 특별한 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dla odmiany

4월 23일 토요일 

JPN : SLO  13.00                       ITA : POL   16.30

KOR : AUT  20.00

4월 24일 일요일 

SLO : ITA  13.00                       POL : KOR   16.30

AUT : JPN  20.00

4월 26일화요일 

KOR : JPN  13.00                       AUT : ITA   16.30

SLO : POL  20.00

4월 27일 수요일 

JPN : ITA  13.00                       SLO : KOR   16.30

POL : AUT  20.00

4월 29일 금요일 

ITA : KOR  13.00                       AUT : SLO   16.30

POL : JPN  20.00

팬 가이드 
카토비체, 2016년 4월 23일 - 29일



중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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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오케스트라

실레지아 박물관 

해외 관광객 비상상태 상담: 0 800 200 300, 0 608 599 999 
/ 도시 구조 센터 – 유럽 응급 전화번호: 112,/ 구급차: 
999 / 소방서: 998 / 경찰서: 997 / 시 경찰 986 

     중요한 전화번호

     관광 안내 센터 
     Rynek 13      32 259 38 08 
     www.katowice.eu 
     it@katowice.eu

산책 – 관광 안내 센터에서 무료로 현대식 카토비체 루트와 
NIKISZOWIEC 니키쇼비에츠의 오디오 가이드를 빌릴 수 있다. 
 

레저 – 3개 연못 밸리 [Dolina Trzech Stawów], 코지우스코 국
립공원 (Park Kościuszki)

박물관, 미술관, 연극, 영화 - www.katowice.eu

    자유 시간

   안내

교통 
  
    대중교통  
KZK GOP – www.kzkgop.com.pl 
무료 전화 상담: 800 16 30 30

     카토비체 국제 공항  
WWW.KATOWICE-AIRPORT.COM + 48 32 39 27 385

     공항선 
WWW.PKM.KATOWICE.PL/PYRZOWICE.PHP +48 32 49 31 000

숙박 
 
     www.katowice.eu

영사관 

     오스트리아 대사관  ul. Gagarina 34, 00-748 Warszawa 
       (022) 841 00 81 / www.bmeia.gv.at/pl/ambasada/warszawa.html

     슬로베니아 대사관  ul. Starościńska 1/23-24, 02-516 Warszawa 
        (022) 849 82 82 / varsava.veleposlanistvo.si

     폴란드 일본 대사관  ul. Szwoleżerów 8, 00-464 Warszawa  
       (022) 696 50 00 / www.pl.emb-japan.go.jp  

     이탈리아 대사관  pl. Dąbrowskiego 6, 00-055 Warszawa  
       (022) 826 34 71 / www.ambvarsavia.esteri.it

    대한민국 대사관   ul. Szwoleżerów 6, 00-464 Warszawa  
       (022) 559 29 00~04 / pol.mofa.go.kr

카토비체 피조비체 공항

크라쿠브 발리체 공항

니키쇼비에츠, 기쇼비에츠 
10분

기차역 – SPODEK 
접시 10분

  문화 존

„석탄과 철강의 도시”로써 카
토비체의 명성은 과거이고 새
로운 특성을 개발하는 데에 기
반이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투자 덕분에, 북부 실레지아의 
수도는 폴란드에 선도적인 문
화 및 비즈니스 관광 센터가 
되었다. 도심부에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Spodek” [접시] 
스포츠 홀 옆에 문화 지역이
라는 완전 새로운 도시 지역이 
확립되었다. 이는 3개의 어마
어마한 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 국제 컨퍼런스 센터, 폴란드 
라디오의 국립 심포니 오케스
트라의 새로운 본부 그리고 새
로운 실레지아 박물관. 건물은 
예전 „카토비체” 광산이 자리
했던 곳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