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가족들은 1967년부터 지금까지 인스브룩에서 티롤러 아벤트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세우리 가족들은 1967년부터 지금까지 인스브룩에서 티롤러 아벤트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세
계 각국에서 온 많은 이들에게 인스브룩과 티롤을 알리는 음악외교관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 민요와 계 각국에서 온 많은 이들에게 인스브룩과 티롤을 알리는 음악외교관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 민요와 
티롤식 무용, 슈프라터른, 전형적인 티롤 민속음악인 요들송 등으로 이루어진 공연내용은 리듬감이 풍부하고 예티롤식 무용, 슈프라터른, 전형적인 티롤 민속음악인 요들송 등으로 이루어진 공연내용은 리듬감이 풍부하고 예
측 못한 다양한 변화가 있어서 외국 관광객들이나 내국인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군돌프 가족은 매일 측 못한 다양한 변화가 있어서 외국 관광객들이나 내국인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군돌프 가족은 매일 
새롭게 전통과 최고의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스브루크에 오시면 향토적이고 흥미새롭게 전통과 최고의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스브루크에 오시면 향토적이고 흥미
진진한 음악 체험 기회를 꼭 누리세요. 2020년 4월부터는 새로운 장소인 인스브루크 시내 “알펜잘 안데어 메쎄진진한 음악 체험 기회를 꼭 누리세요. 2020년 4월부터는 새로운 장소인 인스브루크 시내 “알펜잘 안데어 메쎄
(Alpensaal an der Messe)”에서 모든 공연을 진행합니다. 새 공연 장소는 인스브루크 시내 어디에서나 걸어올 수 (Alpensaal an der Messe)”에서 모든 공연을 진행합니다. 새 공연 장소는 인스브루크 시내 어디에서나 걸어올 수 
있으며, 트램 1번을 이용하면 더 편하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원하시면 고객의 호텔에서 공연 장소있으며, 트램 1번을 이용하면 더 편하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원하시면 고객의 호텔에서 공연 장소
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공연 정보 & 가격 
2022 & 2023

군돌프 가족이 펼치는 티롤의  

밤 민속공연

장소:장소:  ALPENSAAL an der Messe (Expo) Innsbruck, Kapuzinergasse 11, 6020 Innsbruck
 정보 & 예약: Tel. +43-512-263 263 또는 office@tirolerabend.info
시간:시간: 매일 밤 8시 30분 시작(마치는 시간은 약 오후 10시쯤)
날짜:날짜: 4월 ~ 10월; 매일 (11월 ~ 3월 비수기 공연 일정은 문의 바람.)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업데이트는 www.tirolerabend.info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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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롤러티롤러  디너 & 디너 &   
가격 (1인당) */**가격 (1인당) */** 아벤트아벤트  공연**공연**  
    성인(음료 1 포함)  € 33.00  € 58.00
    만 14세 이하 소아  (음료 1 포함, 만 5세 이하 무료입장) € 10.00 € 20.00
    특별석 추가 요금  (만 6~14 세 € 6)  € 12.00  € 12.00
    호텔-공연장 왕복 교통 서비스  (인스브루크 시내에서만***) € 10.00  € 10.00

* 매번 음료 1 포함: 맥주 0.5l, 와인 0.25l 또는 원하는 무알코올 음료 0.25l
** 디너는 티롤러 아벤트 공연 전 19시와 공연 중 20:30시 중 선택.
*** 인스브루크 시내 이외의 호텔/숙소인 경우 추가 요금 산정

           온라인 예약은 온라인 예약은 www.tirolerabend.infowww.tirolerabend.infoNew

메뉴 *메뉴 *
- 팬케이크 수프
-  감자를 곁들인 돼지구이 

(또는 감자를 곁들인 닭고기구이)
- 샐러드 믹스
- 휘핑크림 곁들인 애플파이

채식 옵션:
- 팬케이크 야채수프
-  티롤러 트리스 (슐르츠크라펜(시금치 라비올리), 

치즈 크뇌델, 시금치 크뇌델)
- 샐러드 믹스
- 휘핑크림 곁들인 애플파이

* 특별 주문 사항이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에 관해서는 직접 문의하시면, 제공 가능 여부와 요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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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프로그램
1. 음악
2. 슈플라틀러 춤(민속 무용) – “Reith im Winkel”
3. 요들송
4. 티롤 지방의 피규어 댄스
5. 톱 연주
6. 요들(이중창)
7. 슈플라틀러 춤 – “Kreuz Polka”
8. 하프 독주
9. 알프스 호른 연주
10. 소 방울 연주
11. 요들송
12. 학브레트(전통 현악기) 연주
13. 티롤 지방의 나무꾼 춤

    휴식휴식    

14. 인스브루크 팡파르
15. 요들(삼중창)
16. 치터 독주
17. 방앗간 춤
18. 라펠레(전통 악기) 연주
19. 질투의 춤
20. 목재 실로폰 연주 – “Hölzernes G´lachter”
21. 소 방울 춤
22. 요들송
23. 광부들의 춤
24. 보첸의 등산 행진곡

    피날레피날레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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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오시는 길
주소: 주소: 
ALPENSAAL an der Messe (Expo) Innsbruck,
Kapuzinergasse 11, 6020 Innsbruck / AUSTRIA
시내에서 도보로 5~10분 거리
트램 1번 하차하면 바로
버스 및 승용차는 엑스포 동쪽 입구 
(Messeeingang OST)에서 승하차
엑스포 부지에 주차 가능(문의 필수)

장소/거리:장소/거리:
골든 다흘/알슈타트(Goldenes Dachl/Altstadt) 
에서 도보 800m(10분)
중앙역(Hauptbahnhof)에서 도보 750m(10분)
호프가르텐 버스주차장(Busparkplatz Hofgarten) 
에서 도보 250m(4분)
트램 정거장 메쎄(Messe)에서 도보 25m

정보 & 예약:정보 & 예약:
Tel. +43-512-263 263 또는 office@tirolerabend.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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