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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으로 가득한 과거와 미래의 세계
체코,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세 나라의 경계에 있는 그림 같은 베스키디 산기슭에
위치한 프리덱-미스텍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 지역의 매력적인 산 자연,
역사적 유물, 전통 및 독특한 문화의 정착 역사는 13세기로부 시작된다.. 그당시
후크발디, 프리덱과 Štramberk이란 고딕 성들이 이곳에 설립되었다.
지난 세기에 프리덱과 미스텍에는 특히 목재, 섬유와 철 산업이 번영했다. 첫
(당시에는 유명했으나 현재는 폐쇄) 실레잔 직물 공장은 1832년에 설립되었고
찰스 제련소는 (Válcovna trub) 1년 후에 설립되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의 시작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을 때 미스텍의 Czajankova 막사는 무력저항의 유일한
장소로 유명하다. 1943년 1월 1일에 독일인들에 의해그 때까지 분리되어 있던
프리덱과 미스텍 도시들을 트윈 시티로 합쳐졌다.
최근에 세계 기업들의 지점들의 설립으로 새로운 고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매력적인 환경 조성을 토대로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프리덱-미스텍 인근에는 유럽 유일의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고, Huisman 라는 네덜란드의 리프팅 장비 회사,비스코스 섬유의 세계
최대 제조자 Lenzing이란 오스트리아 그룹, Biocel Paskov, Mayr-Melnhof – 유럽
(오스트리아)의 가장 현대적인 회사, 가장 큰 톱또는 자재의 Blanco (이탈리아)란
주방 및 취사용품 제조사.
Frenštát p. R. 에서 콘티넨탈과 지멘스, Kopřivnice에서 Brose, Dura, Tatra, Bang
& Olufsen, Nový Jičín에서 Autopal 또는 Mošnov에서 말레베어및 다른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대표 회사들은 베스키디 산기슭에자신의 지점을 위치했다.
프리덱-미스텍과 베스키디 지방은 특히 „이전“과 „새로운“ 세계의 조합으로
매력적이다. 본래 목초지와 숲이였던 곳에서 여러좋은 골프장들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이며 세속인 종교상의 건축물 옆에 현대식 건물들. 전통적인 라키아 문화
대체의 특성은 현대의 문화생산과 국제적 요리법을 제공한다. 풍경과 역사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인기가 많은 집중적인 스포츠 옵션들도 진기하다.

따라서 우리가 초대하는 라키아 심장에 있는 과거
와 미래의 세계를 발견하러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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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덱-미스텍
지역의
현재
음유시인 René Souček 부른 노래에 „
단지 하이픈 유일한 좋은 도시“를 라키아
심장 Ostravice와 Morávka 합류 지점
모라바슬레스코 베스키디의 그림 같은
둥근 봉우리 밑에 찾을 수 있다.

유리한 위치 덕분에 크기와 특징으로
유일한 모라비아 실레지아 베스키디 보호
구역에 매력적인 정문의 역할을 한다.
역설적이지만 국제 고속도로 R48를 다닐
때 프리덱-미스텍이 지난 세기 후반 부의
더딘 건설로 인해 통행이 수월하지않다. 두
개의 중심 광장, 프리덱의 상와 미스텍의
자유, T. G. 마사릭의 거리, B. 스메타나의
과수원과 Olešná 휴양 지역등이 이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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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덱-미스텍 교외를 포함하여 현재
82 000 주민이 살고 있고 베스키디의
산기슭에 약 50 만 명 정도의 라키아인들이
산다. 체코,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세
나라의 경계에 있는 프리덱-미스텍은
고속도로 R48와 R56 국제 운송의 교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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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명한 장소들이다. 그 외에 홀로
있는 역사적인 집, 새로운 주택, 산업 단지,
공원과 제방의 조합이 형성된다. 또한 이
특별한 공간 배열은 후에 방문자에게
공감될 것이다. 특히 당신은 본질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와 사회적 배경으로 지역
가키아 사람들의 환대를 가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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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 및 숙박

프리덱-미스텍이 지역 특선 요리 및
일본에서 멕시코까지의 국제 요리
포함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은
인기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 미식의 목적지가 되었다.
지역
사육자와
지역
농장의
재배자들은 레스토랑과 카페에 잘
공급한다.
Radegast에 위치한 10개 다른
지역 양조장, Marlenka, 베스키드
Fryčovice
또는
베스키디의
Chodura 소시지 음식은 이곳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라키아, 왈라키아,올드 보헤미아,
한국, 일본, 에스노,베지테리엔,
프랑스,지중해식,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미국, 멕시코와 남미 지역
등의 국제 요리

visitfm .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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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로사 – 국제 미식
프리덱-미스텍, U Staré pošty 2310, 전화: +420 602 755 698
www.pensionlarosa.cz

그의 이름과 동일한 호텔의 국제 요리에 인기
많은 양념된 스테이크나 샐러드들이 포함되어
있다.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나 여름 테라스에서 역사적인
도시의 부분에 가는 주민으로 부터 관광객까지
하루 동안 커피 마시로 찾는 번화한 거리의
보기가 있다.

프리덱-미스텍, Zámecké nám. 1263, 전화: +420 558 628 571
www.buffalo-buffalo.cz

특히 남미 소고기 햄버거와 스테이크등의
상당한 부분을 비롳 토르티야, 파히타, 타코,
버리토, 케사디야 등와 같은 매운 멕시코의
전문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우 만족할
만한 식당이다. 데스페라도나 코르나라는
맥시코 맥주와 함께 즐기면 좋다.

Ondráš – 체코 전통
Sviadnov, Ostravská 140, 전화: +420 558 655 084
www.ondras.cz

1903년의 아르 누보집에 위치한 레스토랑을
고객및 미식가들이 선호한다.
타일/도기등의 스토브를 포함하여 편안한
가정 환경과 같은 여름 테라스, 메인 홀 및
여러 라운지를 제공한다. Ondráš에서는 체코
요리의 전통과 현대적인 조하를 중요시 한다.

버펄로 – 미국 대초원 및 멕시코 팜파의 맛

Miomi 초밥 – 일본어 전문 요리
에스노 – 채식 식당
프리덱-미스텍, Farní 16, 전화: +420 774 256 339
www.etno.podsvicnem.cz

200년 이상 오래된 „촛대 집“의 한 부분이다.
세련되고 멋진 금연 환경에서 다양한 다국적
요리를 제공한다.

프리덱-미스텍, Hlavní třída, 비즈니스 센터 Frýda,
www.sushi-miomi.cz

요리사들이 준비하는 다양한 요리를
손님들이 직접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레스토랑의 장점이다. 초밥외에
손님들이 새우, 낙지, 오징어, 캐비어, 홍합,
해조류와 같은 다른 전문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모든 식재료들은 일본에서 직접 수입된다.
신선한 생선은 국내에서 공급된다.

바빌론 – 금연 이탈리아 레스토랑리
프리덱-미스텍, U Staré pošty 54, 전화: +420 595 530 000

카본 – 체코의 현대적 미식
프리덱-미스텍, Pionýrů 2297, 전화: +420 558 431 017
www.carbon.cz

같은 카본이란 이름을 가진
엔터테인먼트 선터 중간에 위치한
현대적인 레스토랑의 Tomáše
Braczek 의 관리에 따라 체코 전통
요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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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생선과 인기있는 저온 살균하지
않은채 제공되는 탱크 맥주를 맛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 메뉴는 계절에 따라 준비된다.
여름에는 테라스에서 그릴 메뉴가 제공되고
선택한 저녁은 음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역사적인 도시 센터에 위치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편안하며 온전한 금연 환경에서
이탈리아 전통 요리법에 따라 피자와 파스타
를 비롯한 다양한 생선요리와 로스트 비프를
제공한다.특히 여름철에는 전통 이탈리아
와인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성 – 중세 시대로 이동함
프리덱-미스텍, Horní 1775, 전화: +420 558 633 149
www.penzionhrad.cz

고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고기와 전문
요리에 기반된 14 세기와 같은 형태의 유행한
펍. 토요일 마다 불을 먹는 사람, 마술사, 밸리
댄서와 징집 등 나이트 홀에서 특별한 경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성 내부의 방에서
숙박의 기회가 제공된다.

베누 – 유라시아의 요리
프리덱-미스텍, Zámecké nám. 26, 전화: +420 725 998 890
www.benucz.com

대륙과 팬-아시아 요리에 자부를 가진.
충실하게 준비되는 한국의 전문 요리를 체코
공화국에서 소수의 사회 중심에서 즐길 수
있다. 주요 구획등의 예를 들어 거대한 가구와
전통 장식품으로 장식한 밝은 침상을 가진
한국식의 별도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본토 – 태양이 뜨는 곳
프리덱-미스텍, Zámecké nám. 51, 전화: 420 737 671 366
www.facebook.com/bontorestaurant

한국 요리사는 유명한 초밥 및 사시미
포함하는 전통 한국식과 일본 요리의 현대적
스타일을 준비한다.편안한 인테리어로 과거와
현재 아시아 스타일들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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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er – 이탈리아 요리
Čeladná 884, 전화: +420 602 732 106
www.l-mer.cz

현대적인 인테리어 및 베스키디의 비탈
풍경을 포함한 정원에서 이탈리아인이 준비한
미식을 경험할 수 있다. 신선한 홈메이드
파스타 외에 송아지 고기와 허브를 사용해
조리한 생선등을 맛 볼 수 있다.

맥주집 Pod Borovou – 체코 전통
Malenovice 333, 전화: +420 730 623 404
www.podborovou.cz

현대적인 맥주집 Pod Borovou가 그림과
같은 베스키디의 산기슭 리사 산 아래
위치한다. 요리사들이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해
체코와 모라비아의 요리를 준비한다.

Miura – 베스키디 요리의 진미
Čeladná 887, 전화:+420 558 761 100
www.miura.cz

Michal Göth 마인 요리사가 그의 팀과
함께 주로 신선한 계절적과 지역적 식품으로
베스키디 진미를 요리한다. 그의 부엌은 알 라
카르트 메뉴와 베스키디의 맛이라는 진미한
메뉴를 제공한다. 손미의 요청시 특별 메뉴가
준비 되어 제공되기도 한다.

재료의 최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식사 메뉴가
매일 변경된다.
차양이 있는 여름 테라스는 150명의 수용이
가능하다. (숙박 가능)

선원 – 식사 경험
Hukvaldy 112, 전화: +420 558 699 263
www.unamornika.com

19세기의 전 Vogtlandian 농장에 위치한
벽난로와 윈터 가든을 포함된 매력적인
환경에서 특히 당신의 눈 앞 오픈 스토브에서
준비한 고기 요리 등이 까다로운 미식가들도
만족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여름에는 정원에 앉아 커피 또는 와인을
마시면서 베스키디의 비탈 배경을 지켜보는 것
또한 하나의 풍미이다.

Čeladenka – 산 호텔
Čeladná 809, 전화: +420 591 160 160
www.celadenka.cz

산 호텔과 같은이름을 가진 레스토랑은
손님들에게 최근 트렌드에 맞는 국내 및 국제
요리를 제공한다. 커피 및 다양한 커피를
활용한 음료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호텔 리조트는 110개의 침대를 보유하고
있다.

Kunčice pod Ondřejníkem 8, 전화: +420 725 252 403
www.hresort.cz

레스토랑 골프 Čeladná

자신의 농장들에서 생산한 하이랜드 품종
바이오 소고기의 요리가 이 레스토랑의 전문
요리이다. 특히 고기의 부드러움, 육즙, 맛,
색상과 향기에 가치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몇 주 동안의 고기의 숙성 후 얻어진다. VH
리조트에서는 호텔이나 오두막집에서 숙박이
가능하다.

Čeladná 741, 전화: +420 558 440 400
www.restauraceceladna.cz

잊을 수없는 세계 골프장 또는 인상적인
베스키디의 산 풍경을 함께 즐길수 있는
식당은 바로 여기. 다국적 요리는 물론 전통
체코요리나 가벼운 고기 없는 음식등이
제공된다.

GOLF & SKI RESTAURANT Ostravice
Ostravice 75, 전화: +420 724 907 913
www.ostravice-golf.cz/restaurant

이 레스토랑에서는 리사산 풍경을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다.
현지의 요리사들이 현지의 소고기 품종과
지역 연못에서 구한 생선등으로 베스키디의
독특한 맛 및 베스키디의 최고 재료를 이용한
지역의 전통 음식을 제공한다.

14

H 리조트 – 바이오팜에서 쇠고기 요리

Harcovna에서 – 라키아 맛
Frýdlant n.O., Nová Ves 12, 전화: +420 558 677 438
www.naharcovne.cz

거의 2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베스키디의 술집 중 하나에 속한다.
리사 산 아래 위치한 농가의 소박한 방에서
크림 소스 등심 또는 멧돼지 스튜와 같은
지역의 전문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숙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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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및 펜션

U Křivého psa 펜션
프리덱-미스텍, Slezská 1079, 전화: +420 558 63 63 61
www.krivypes.cz

가장 오래된 18세기의 바로크 여관의
로맨틱한 환경과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도
혼합된 흉내낼 수 없는 소박한 분위기로
유명함. 1805년 9월 27일, 러시아의 육군 원수
M. J. 쿠투조프가 그의 참모와 함께 이 여관을
방문하고 여기서 밤을 보낸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의 목적지는 그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9
만 군인으로 구성된 군대를 지휘한 세 황제의
전투의 장소 슬라프코프란이었다. 즐거운
거주를 기념하여 나폴레온 전쟁의 시절
오래된 대포 및 유니폼을 입는 러시아 군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을 누구나 잊지 않다.
가족적인 펜션이 시대가구로 비치한 에어컨
지붕밑은 방외에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또는 비즈니스 미팅 및 기업 행사 위한 편안한
시설을 제공한다. 이 소용에 1층의 20면 위한
라운지와 2층의 100명 위한 대표 현관이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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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U Křivého psa – 체코 전통
프리덱-미스텍, Slezská 1079, 전화: +420 558 64 64 64
www.krivypes.com

수보로프의 사브르가 (1800년 2월 8일에
이 장소를 방문한 라시아의 원수 이름을 받은
꼬치) 이 지역 벽난로와 아치형의 공간에서
있는 레스토랑의 전문 요리이다.
팬이나 냄비에 환영되는 Nošovice의
라데가스트 맥주와 함께 차려된 체코 전통
요리의 음식의 입 맛에 해 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 고객과 손님들이 흉내낼 수 없는 18
세기의 분위기와 좋은 직원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로 돌아온다. 여름 시절에 레스토랑이
야외 지붕된 정원으로 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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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다른 세계
– 미식 경험을 즐기세요
부티크 호텔 아프리카 – 콘글레스 센터

프리덱-미스텍, T. G. Masaryka 563, 전화: + 420 777 234 159
www.jinysvet.cz

프리덱-미스텍, tř. T G. Masaryka 463, 전화: +420 595
534 800
www.hotel-afrika.cz

편안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아일랜드 펍의
분위기를 가진 레스토랑 다른 세계에 고객의
관심을 입구부터 컬트족의 건축학이 잡힌다.

이 시내 중심 성 광장에 조금 떨어진 호텔에
그곳의 유물, 자연경관이나 그림으로 형성된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넓은 방, 디자인 샤워 시설을 가진 욕실, 위성
TV, 미니바, 금고 및 모든 방의 와이파 커넥션이
출장에 있는 고객에게 뿐만 아니라 휴식
주말 패키지의 손님들에게
우수한 편안을 제공한다.
방의 베스키디와 라사 산의
아름다운 파노라마 보기를
즐거운 느낌을 강한다. 특별
호텔의 주의에 자사의 호텔
웰니스 센터 및 헬스클럽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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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영국 분위기와 현대의 음향 기술을
가진
18세기의 빅토리안 양식 가구로
비치된 다른 세계 레스토랑의 부분인 70좌석
용량의 있는 현관이
프리덱-미스텍에
콘글레스 저직할 때
인기있는
장소이다.
모든 손님에게 직원의
친절한 태도와 호텔
및 레스토랑의 편안한
분 위기가
확 실한
것이다.

럭셔리 레스토랑 다른 세계가 당신의 입
맛을 만족하는 최고의 요리 중 하나이다.

Milan Muťka
마인
요리사의
요리 예술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생선
요리나
신선한
재료로
준비되어
있는
무쌍의 아르헨티나
스테이크 또는 아일랜드의 전통 요리에
제공한다. 기네스이나 지역의 인기 있는 맥주
브랜드를 마시면서 친구와 함께 여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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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Troyer – Trojanovice
Trojanovice 530, 전화: +420 556 802 007, www.troyer.cz

기업 행사 및 회의 등을 하기 위한 인기 많은
인증 된 호텔

리사 산 아래의 콘글레스

활동적 및 수동적인 오락의 넓은 범위 뿐
아니라 웰빙 & 스파, 피트니스, 볼링 또는
자전거 및 사륜차의 임대도 가능.

Miura 호텔 – Čeladná

Pustevny의 공중 케이블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6km의 길을 인기 많은 스쿠터를
이용해 하산할 수 있다. 그릴 전문 요리를
좋아하는 손님을 위해 왈라키아 스타일의
소박한 객실이 준비되어 있다. 회의 홀은 총
80석이다.

Čeladná 887, 전화: +420 558 761 100, www.miura.cz

베스키디의 산기슭에 위치한 4성 호텔이 콘글레스, 워크 샵 또는 골프와 관련된 회사 야외
행사위한 이상적인 장소를 가진다. 큰 현관과 방의 총 용량은 최대한 90면이다.
콘글레스 센터가 가장 현대적인 기술 장비로 장착되어 있다. 여가를 스파, 헬스클럽이나
베스키디 요리의 여림이 제공되어 있는 레스토랑에서 보낼 수 있다.

visitfm .cz

베스키디 정문의 여러 형태

호텔 Sepetná – Ostravice
Ostravice 956, 전화: +420 558 682 108, www.sepetna.cz

인증 산 호텔은 회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야외 활동으로
추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설을 제공한다. 라사산 꼭대기
등산부터 킥스쿠터로 아래로 하강까지.
메인 현관의 용량이 250명이다. 여섯 작은 홀과 라운지에세
병렬적으로 다른 워크샵들이 진행 될 수 있다. 수영장, 사우나,
볼링 또는 배드민턴장을 포함된 레크리이에이션 센터가 호텔의
일부이다. 왈라키아의 오두막이라는 멋진 레스토랑이 베스키디
아름다운 보기를 아름다운 테라스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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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프로스퍼 – Čeladná
Čeladná 246, 전화: +420 558 440 311
www.hotel-prosper.cz

이 호털은 프리덱-미스텍에서 약 16km
떨어진Čeladná의 광장에 위치한다.
회의에 적합한 환경인 냉방 장치가 된
150명 수용 가능한 메인 홀과 25~35명이
수용 가능한 3개의 작은 멋진 라운지들이
있다. 웰빙이나 그리스 스파 스타일로
구성된 15m 긴 수영장에서 휴식을 보낼
수 있다. 호텔이나 광장에서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는 레스토랑 까페들이 있다. 49
개의 숙박 가능한 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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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궁전 펜션
Frýdlant nad Ostravicí, U letohrádku 143, 전화: +420 724 072 530
info@penzionletohradek.cz
www.relaxvpodhuri.cz

Dušan Jurkovič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건설된 전형적인 조각한 채색으로 장식된 낭만적인
건물. 이미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 여름 궁전이 Ondřejník이나 리사 산의 정상으로 등반의 중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곳이엿다. 현재 사계절 내내 여름 궁전에서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휴식과
다과를 제공한다. . 메인 건물에는 각각 더블베드 방 3개, 1개 더블베드 아파트, 2개의 싱글 룸이
위치한다. 소위 작은 여름 궁전에는 (별채) 벽난로가 있는 2층 아파트 준비되어 있다.
궁전 주변에서는 깔끔한 숲 공원에서 미니 골프, 탁구를 즐기거나 연못에 위치한 야외
벽난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호텔 & 스테이크 하우스 아시엔다 라 보데가
프리덱-미스텍, Na Poříčí 1183,
전화: +420 558 630 390, 전화: +420 558 630 397,
info@haciendalabodega.cz
www.haciendalabodega.cz

새롭게 단장된 호텔과 레스토랑 호텔 & 스테이크 하우스 아시엔다 라 보데가으로 진심을 다해
초대한다. 호텔은 분수 및 안뜰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대표적인 지중해의 스타일이다.
호텔은 13개의 2인용, 1개의 1인용, 2개의 아파트 및 2개의 디럭스 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19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멋진 바가 밤새 열여 있다. 우리는 우리의 호텔에서
스페인에서와 같은 좋은 느낌을 받게되고 재방문 할 것을 믿는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와 같은
스타일에 이어지는 라틴 아메리카 스타일로 비치된 동명의 호텔 레스토랑 & 스테이크 하우스가
특히 지중해 및 남아메리카 요리를 폭 넓게 제공한다. 우수한 스페인, 이탈리아 및 멕시코 와인을
뜨거운 플라멩코의 리듬과 함께 손님들이 주말 저녁을 즐길 수 있다.

펜션과 레스ㅗ라으이 인테리어는 별장 및 사냥 테마로 장식되어 있다. 지역 전문 요리 및
사슴 고기를 이곳에서 즐길 수 있다. 메뉴와 잘 어우러지는 효매 생맥주-Kozlovice의 라이트
왈라키아 듀크, 여름 궁전 맥주란 반다크 저장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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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카페 Silesia
프리덱-미스텍, Zámecké nám. 1258, 전화: +420 558 631 049
www.hotelsilesia.cz

호텔은 시내의 역사적인 지역인
미스텍 성 옆 조용한 곳에 위치한다.

프리덱-

17세기의 원래의 시민 건물의 부분이고 성
광장의 중요한 건축품이다.
호텔은 17개의 고급스럽게 비치된 방 및 1
개의 VIP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방 및 욕실들은 매우 넓다. 방은 천연 소재와
멋진 가구로 비치되어 있다.

Visitor Center MARLENKA®

이것은 환경을 강조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유도한다. 이 호텔은 출장이나 개인 숙박을
위해 적합한 장소이다.

레스토랑 Silesia – 체코 전문 요리
프리덱-미스텍, Zámecké nám. 1258, 전화: +420 558 631 049
www.hotelsilesia.cz

호텔의 부분은 멋지게 비치한 하루 종일
연 레스토랑이다. 레스토랑이 아침 7시부터
열여 있어서 호텔 손님을 위한 아침 식사 및 „
비즈니스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레스토랑이
체코 전문 요리에 집중되어 있다. 맛있는
음식에 인기 많은 체코 맥주의 전통 브랜드들이
제공에 있다. 여름 시절에 성을 중심으로 된
고대 광장의 보기를 포함한 테라스에 앉아는
것이 즐겁고 손님으로 자주 찾게 된 것이다.
회사 행사 또는 개인 기념 행사를 위한
라운지들이 제공되어 있다.

24

Visit our new visitor center MARLENKA® and you will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take a look into our "kitchen" and see how are the honey
cakes MARLENKA® made on the unique assembly line as well how are the
honey nuggets MARLENKA® made and of course how are our the other
products made.
During the tour we will show you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our
company and you will taste all of our products including original coffee
MARLENKA® Café. And not only that, for a discounted prices you can
purchase honey products MARLENKA®.
Production tours must be booked in advance.
Contact for reservations:
Phone: +420 595 177 444, +420 595 177 406
E-mail: navstevnickecentrum@marlenka.cz

www.marlenka.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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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와인 바, 케이크점, 다방
카페 뒤뜰
프리덱-미스텍, Farní nám. 2184, 전화: +420 606 177 088
www.kavarnadvorek.cz

세인트 야코프 Větší 교회의 네오고딕 타워
밑에 조용한 구석에서 그림 같은 뒤뜰 또는
벽에 역사적 도시의 사진과 가끔 지역 예술가의
전시로 장식된 갤러리 내부에서 맛있는 커피나
상쾌한 과일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아르누부 카페 Radhošť
프리덱-미스텍, T. G. Masaryka 1147, 전화: +420 739 328 975
www.kavarnaradhost.cz

1902년에 지은 집에 벨 에포크 진심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손님이 품질 좋은 커피와
디저트등의 폭넓은 선택으로 즐겁게 조용한
고풍스러운 스타일에 시간을 즐기는 것
지역의 전통 메뉴나 프랑스의 크레프를 시식
해 보거나 이 지역의 와인을 시음해 보는 것이
좋다.

본카페
프리덱-미스텍, J. V. Sládka 41, 전화: +420 728 597 050
www.facebook.com/KavarnaBonCafe

성에 있는 케이크점 & 캎 카페

멋진 디자인의 넓은 카페, 카지노 Bonver
을 포함된 오락 콤플렉스 낮에는 업무 회의
저녁에는 칵테일 마시기 위해서 찾게 되는
카페. 주말에 디제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릴
전문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프리덱-미스텍, Zámecké nám. 1249, 전화: +420 558 632 734
프리덱-미스텍, 8. pěšího pluku 399,전화: +420 603 860 750

테라스
프리덱-미스텍, Nad přehradou 670, 전화: +420 602 130 991
www.hotelterasa.eu

크낙새의 와인 바
프리덱-미스텍, Radniční 1245, 전화: +420 608 269 148
www.u-datla.cz

만남을 위한 편안한 곳, 커피나 맛있는
디저트로 친절한 곳. 케이크점들이 둘다 자신이
생산한 견과와 질이 좋은 버터, 코티지 치즈,
요구르트와 신선한 크림으로 만든 초콜릿으로
가득한 케이크와 디저트를 제공한다. 커피 뿐
아니라 국산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두
케이크 점에 만족할 것이다.

매력적인 베스키디 산 풍경을 포함한 Olešná
란 아름다운 레크리에이션 지역에서 독특한
경험과 함께 테라스란 동명의 호텔의 테라스에
커피나 와인 한잔을 즐길 수 있다.

지하 복도로 연결된 와인 바와 맥주집이 성
광장 근처에 위치한 인기 있는 장소이다.
모라비아 와인이나 맥주를 마실 때 어울리는
집에서 만든 소시지

좋은 다방

만석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
전화 예약을 추천.

프리덱-미스텍, Hluboká 64, 전화: 420 777 303 171
www.dobracajovnafm.cz

늙은 Herta의 와인 바
프리덱-미스텍, J. V. Sládka 35, 전화: +420 558 435 664
www.ustareherty.cz

Čeladná의 카페

16세기의 르네상스의 시민 건물의 아치형
지하실에 모라비아 와인이 뛰어난 맛을 가진다:
감정가들이 여기에서 드라이 부터 우수품과
늦은 수확까지 폭넓은 와인을 만날 수 있다.
금요일 저녁에는 라이브 음악과 와인 시음이
제공 되기도 한다.

프리덱-미스텍에서 약 15km 떨어진 Čeladná
위 광장에 3개의 카페와 케이크점들에서
베스키디의 진정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케이크점 하나가 바로 프로스퍼 호텔에
위치한다. 알리에란 인기 많은 케이크 및
커피를 즐길 수 있는 Čeladná 카페가 호텔의
반대편에 있다. 몇 개의 지역 맥주나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베세다란 카페
& 비스트로에서 우아함과 편안함의 결합을
찾을 수 있다. Čeladenka란 낙농가게에서
국산의 질이 좋은 크림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시식 해 보는 것을 추천.

분수 밑의 펜션
프리덱-미스텍, Zámecké nám. 43, tel.: +420 558 628 193
www.podkasn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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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밑이라는 펜션에서는 와인 바와 같은
멋진 레스토랑 및 Hluboká 거리의 오래된
건물과 세인트 존의 탐망대 풍경을 포함한
넓은 야외 테라스를 찾을 수 있다.

체코 공화국의 첫 품질 좋은 다방 중 하나가
프리덱의 성 밑 역사적인 지역에 이미 1994
년에 문을 열렸다. 특히 멀리에서 온 손님을
유혹하는 휴식, 편안함, 이국적인 특산물, 물
담뱃대, 세계 여러 각국의 유물과 특히 유명한
농장에서 최고의 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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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Nošovice의 라데가스트
외에 베스키디 산기슭에 조금씩 인기를 얻게
된 작은 지역의 양조장 10개가 이 금색의
음료를 요리한다. 많은 경우에는 이 양조장들이
지역의 오래된 전통에 따라가며 특히 베스키디
물을 사용한다.
대부분 양조장들이 특별한 숙박을 제공해서
맥주의 시음을 여러날 나누어 하는 것이
가능하다. 50가지 종류의 맥주의 맛을 시음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초대한다.

Vojkovice의 코니체크 양조장
Vojkovice 10, 전화: +420 558 651 172
www.pivovarkonicek.cz

2006년에 설립된 작은 양조장은 베스키디
맥주 산책로의 일부분이고 저온 살균 및
여과되지 않은 맥주를 제공한다: 라이트 밤색11도, 다크 흑마 – 12도, 세미 다크 경마 -14도,
리즈렐 – 오렌지, 딸기나 블루베리 맛을 가진
가벼운 과일 맥주 – 7도.

나이트 라이프
Kozlovice의 왈라키아 양조장
Kozlovice 1, 전화: +420 558 432 098
www.relaxvpodhuri.cz

18세기초 원래의 Vogtlandian 농장에 위치한
곳에 유명한 맥주 요리: 왈라키아 듀크 라이트
저장 맥주 – 12도, 다크 저장 맥주 Kozlovický
fojt – 12도. 13 – 18도의 Kozlovjan 특 맥주가
가끔 생산된다. 돌 맥주 레스토랑의 시설이
처음 체코 공화국의 분위기를 느낌 수 있고 80
좌석을 제공한다.. 벽에서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브루어의 직업 인증서를 찾을 수
있다.

홈 양조 맥주 전형적인 체코 요리.

Ostravice의 베스키디의 양조장
Ostravice 449, 전화: +420 558 650 825
www.beskydskypivovarek.cz

도시 양조장 스트람베르크

Lysá 산 밑에 있는 맥주 술집, 제공: 라이트
베스키디의 저장 맥주, 즈부이 비엔나의 저장
맥주, 베스키디의 쓴 것, 베스키디의 꿀 저장
맥주 (성 벤체슬라스의 축제 특별, 벨벳 세븐틴)

Štramberk, Náměstí 5, 전화: +420 602 759 256
www.relaxvpodhuri.cz

프리덱-미스텍의 모라바 양조장
프리덱-미스텍, Jiřího Trnky 82, 전화: 420 702 287 589
www.pivovarekmorava.cz

양조장이 샤르트라바란 술집과 레스토랑과
같이 있다. 제공: 라이트 여과되지 않은 저장
맥주 모라바 – 12도, 세미 다크 여과되지 않은
저장 맥주 모라바 – 11도, 라바크 프리미엄,
라파크 11도. 맥주와 함께 체코 전통 요리와 4
트랙 볼링, 다트나 당구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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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클럽…

100년 이상의 오늘 재개한 역사를 가진
양조장의 술집, 고딕 술집과 돌 술집이란
세가지 다른 스타일의 공간에 뛰어나면서
맛있는 전문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다.
요리 및 음료: 효모 라이트 저장 맥주 트럼펫토–
11도, 다크 트럼펫토 – 라이트 캐러멜 색을
가진 트리플렉스 맥주, 스트람베르크 귀 맛을
가진 특수 우사크 – 14도. 매화와 벚꽃을 맛을
포함한 특수한 옆 집 스파는 방문하는 것도
좋다.
방문 하기 좋은 양조장:
1597년의 전통에 이어지는 Dolním Sklenov
에 위치한 후크발디의 양조장. Frýdlant n.
O에 위치한 2013년 부토 자사의 맥주를
요리하는 양조장. 1712년의 전통에 이어지는
로슈노프의 양조장. 2012년 부터 Střítež에
위치한 미니양조장 라다스. Vyšní Lhota에서
2013년에 설립되 미니양조장 고훗카.

특히 주말에 시티 센터에 라운지
바, 디스코, 댄스 클럽, 볼링과
당구 또는 다른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스포츠 바에
나이트 라이프로 가득한다.
도시의 강력한 음악 전통 덕분에
현재 100개 이상의 음악 클럽이나
술집에 저녁에 만날 수 있는 음악
밴드, 가수와 활발적인 디제이들이
운영한다.
록, 팝,
재즈, 클래식 음악
펑키, 하우스, 테크노,
댄스, 디스코, 힙합
전기 스윙,
R&B, 드럼베이스, 정글,
복고풍 음악
포크, 컨트리

visitfm .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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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클루바 파블라치
프리덱-미스텍, Farní 16, 전화: +420 558 638 666,
www.pavlac.eu

촛대 밑은 집 2개의 층에 위치한 유명한
자사의 독특한 유행 인터리어를 가진 바가
낮에 품질 좋은 커피 마시면서 앉을 수 있는
장소 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장르의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저녁을 즐기는 것이 위한 좋은
장소이다. 마감 시간까지 연 부엌이 클루바의
장점이다.

리트 르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퍼브

카본 클럽

프리덱-미스텍, Těšínská 1162, 전화: +420 775 354 883
www.littleisland.cz

프리덱-미스텍, Pionýrů 2297, 전화: +420
910 100 810
www.carbon.cz

리트 르 아이슬란드가는 프리덱-미스텍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을 재현한 분위기를 가지며
도시에 야간 즐거움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며
사이다와 기네스 부터 오랜된 위스키까지 전통
아일랜드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리트
르 아이슬란드가 자사의 가정적 분위기와
주말에 연주되는 종은 디제이로 유명한다.
이것으로 인해 리트 르 아이슬란드는 인기가
있고 요즘들어 도시에서 가장 핫한 클럽 중
하나이다.

칵테일의 맛을 긴 마호가니
바이나 개인 가죽 소파에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클럽. 카본
클럽이 오후의 커피이나 와인을 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이나 최고 디제이들이 좋은 분위기를
보증해서 저녁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2014년에 등이 여기에 룩카, 라디다 등이
연주했다.

소목일 재즈 클럽
프리덱-미스텍, Potoční 1228, 전화: +420 558 629 135
www.klub-stolarna.cz

특히 재즈 전역들이 유행한 레스토랑 및 바와
함께 이 장소에서 Laco Deci, Rudy Linka 또는

컬러 뮤직바
Frýdlant nad Ostravicí, Hlavní 148, 전화: + 420 731 600 567
www.colorsbar.cz

특히 베스키디에 주
말을 보낸 라이브 음악
의 팬들에게 Frýdlant
nad Ostravicí에 위치
한 뮤직 클럽을 추천
하다. 라이브 밴드이나
지역의 디제이들이 여
기서 행위한다.

M.U.Z.A. 지하실
프리덱-미스텍, Malé nám. 10, www.clubmuza.cz

뮤직클럽 스톤
프리덱-미스텍, Jiřího z Poděbrad 3109, 전화: + 420 597 431
888
www.stoun.cz

음악 카페
프리덱-미스텍, Hlavní třída 96, 전화: + 420 725 210 716
www.musiccafe.cz

번화한 중심 거리에 위치한 바에서 특히
다양하고 맛있는 칵테일을 제공하고 바텐더가
세계의
뉴스를
연속적으로
소개.
일렉트로스윙, 펑키
재즈 하우스와 다른
유행 음악을 연주하는
자사의 디제이들.

오래된 우체국 뮤직바
프리덱-미스텍, U Staré pošty 53, 전화: + 420 774 690 900
www.ustareposty.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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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바가 시내의 중심 자유 광장 근처에
위치한다. 주말들이 홈 디제이와 그의 유행에
맞춘 레지덴트 파티로 감독하는 것이다. 주
동안에 4개의 대형화면 TV들이 스포츠 채널을
비춘다.

모라비아 클럽의 레전드 중에 하나가
대심도지하 전 민방위 대피호에 자기 자리를
찾았다.
그의 무대는 지역의 밴드 위한
활주가 도 있고 J.A.R., Dan Bárta, MIG
21, Sabot (미국), Off Killer (영국), Twister
(폴란드) 등 체코와 외국 그룹의 유명한 밴드
콘서트의 기반이다. 라이프 콘서트를 하우스와
D&B 부터 인기 많은 레트로 뮤직가지 댄스
파티들이 교대한다.

Ondřej Havelka등와 같은 인기 많은 이름
옆에 Ondřej Klímek, Matěj Drabina 등이
젊고 유망한 예술가들이 기회를 받는 멋진 음악
장소를 만들었다. 이 클럽에
극장이나 베르니사주를
보러 올 수 있다.
음악 퍼브
아르노슈트에
프리덱-미스텍, ul. Těšínská, , 전화:
+420 739 233 584
www.uarnosta.cz

시티센터에 위치한 지난 세기의 20대의
양조장에 있는 지하 저장고의 멋진 인테리어를
이 댄스 클럽이 문을 주말마다 열린다.
디제이들이 라틴 하우스부터 체코 히트송과
댄스 차트의 새로움가지를 연주해서 아침까지
잘 춤출 수 있다.

락바 13번호
프리덱-미스텍, Třebízského 1481, tel.: +420 773 757 970
www.13-ka.cz

이 바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의 모임을
동반하는 정기적으로 락 디스코텍과 올디스
파디가 조직된다. 여기에 있는 야외 테라스를
포함한 레스토랑에 특별하게 쓴 라데가스트를
마실 수 있다.

너울너울 타는 벽넌로
또는 프리덱의 역사적인
시내에 보기를 있는 테라스에
앉아는 것을 포함된 즐거운
장소는 포크, 록과 컨트리를
제공한다. 음악자들이 편안한
분위가로 통해 자주 잼을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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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CLUB
RESTAURANT / CASINO / BOWLING / CARBON CLUB

CZECH AND WORLD DJs / CERWIN VEGA SOUND / GOGO DANCER / THEMED EVENTS
COMPETITION / WORLD COCKTAILS / VIP ZONE / LOUNGE FOR 60 CUSTOMERS

RESTAURANT – MODERN CZECH GASTRONOMY

BOWLING

THE DAILY MENU OF FRESH FISH / EXCELLENT CZECH SPECIALITIES / LUNCH TIME
BEER TANK / RESTAURANT CAPACITY 150 CUSTOMERS / CLOSED LOUNGE FOR 40 PERSONS
SUMMER TERRACE FOR 120 CUSTOMERS / PLAYGROUND / CUSTOMERS PARKING

FAMILY AND COMPANY TOURNAMENT / CARBON BOWLING LEAGUE / SPORTS ENTERTAINMENT
AND LEISURE / BOWLING ALLEYS BRUSWICK / COCKTAILS AND SNACKS / MEMBER OF CLUB
20% DISCOUNT / CHILDREN‘S CUSHION ON THE ALLEYS / FREE RENTAL BOWLING SHOES

ENTERTAINMENT CENTER – A NEW EXPERIENCE
SUMMER GRILLING ON THE PATIO / SUMMER OUTDOOR PARTY WITH DJs / COURSES
COOKING SCHOOL / COMPETITIONS IN EATING AND DRINKING / SPORTS BROADCASTS
ON INDOOR AND OUTDOOR TV
32

T 558 431 017 E restaurace@carbon.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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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키디 정문의 여러 형태
프리덱-미스텍
새해 파티는 밤 12에 바와 클럽에서
강둑에 이동하고 훌륭한 불꽃 놀이
밑에 건배를 제안한다.

jansmekal.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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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fm .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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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패션
사장

도시에 어디든지 가면 조만간에
필요하는 것 또는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감사하게 느낄
것이다. 프리덱-미스텍에 체코 및
세계의 패션 브랜드의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몇 백 개의 숖들을
찾는다. 지역 사람들이 특히 서로
약 10분 거리 먼 세 쇼핑 존을
사용한다. 역사적인 두가지 센터,
미스텍의 중심 자유 광장, 프리덱의
성 중심 광장 및T.G. 마사리크
거리와 두 역사적인 센터 중에
위치한 OC 프리다란 현대적인 쇼핑
센터. 몇 개의 중심 주차장의 충분한
주차 용량은 두 개의 역사적인 센터
근처에 편안한 주차를 가능하게
한다.

visitfm .cz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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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광장
두 역사적인 센터의 시기 분위기 배경에
쇼핑의 로맨틱을 즐기고 쇼핑이 편안한
산책으로 변화된다. 성 광장 및T.G.
마사리크 거리가 마누팍투라, 프로방스,
메종 드 스타일 사르 테마 상점뿐만
아니라 보석과 금세공사,
특히 발렌티나, 그레고리오,
인스피레이션, 카루시 패션,
알마 패션, 글래머, 디자이어, 엔비, 데님 등과 같은
패션과 액세서리 상점을
제공한다. 그림과 같은 성
광장의 상점을 레스토랑, 바,
카페와 와인 바의 다양한
제공이 잘 보충한다.

자유 광장

OC 프리다
Ostravice의 강둑에 위치한 현대적인 쇼핑
갤러리가 쇼핑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지붕
아래 만족한다. OC 프리다에 H&M, 리저브드,
뉴요커, 모히토, 오르세이, 타미 힐피거, 탤리 웨일,
아디다스, 나이키 등과 같은 세계의 패션 브랜드의
수십 개과 다른 여성, 남성과 어린이의 패션 상점
및 앵질의 서비스 제공이 여기에 집중한다.

바람이나 비에서 숨을 수 있는 편안한 미스텍
광장의 회랑에 알파인프로, 한나, 리바이스,
머스탱, 살로몬, 타임아웃, 익스트림, 허디
스포츠를 다른 브랜드 중에 찾을 수 있다. 그
위에 향수, 보석, 어린의 패션, 홈 액세서리에서
인기 많은 트렌드, 브록이랜드와 홈 인테리어
가게 여기이다. 시네마나 품질의 초콜릿과
트뤼플 가게 또는 전화 교환원과 은행의
필요한 서비스 그들을 잘 보총한다.

쇼핑할 때 많은 카페, 와인 바 또는
레스토랑에서 휴식을 보낼 수 있다. 신선한
지역 음식물 및 수공예품을 요구하는 고객을
위해 자유 광장에 5월부터 12월까지 둘째
목요일마다 지역 사육자, 재배자및 생산자
제품의 다양한 제공을 포함된 농민 시장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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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전에 풍부한 프로그램을
포함된 연간 시장을 방문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 프리덱미스텍의 두가지 역사적인
센터에 농장 소매와 그리스와
한국의 전문 상점 또는 건강 식품 매장을 찾을
수 있다.

39

의류, 패션

스포츠 및 레저

3D dimenze		
Alma móda		
Alma móda		
Cropp Town		
De-Sire			
Denim, Wrangler, Lee
Don Gil			
Gabriela			
Galanterie E.T.Tex		
Gate			
Gate			
Glamour			
H&M			
House			
Chopper-Horse shop
Inspirace			
Jitex			
Kalussi fashion		
Kik			
Marci mode		
Maxi Elegance		
Móde Baroque		
Mohito			
Motor Jeans		
Molo			
Móda Neapol		
Mustang Jeans		
New Yorker		
Orsay			
Pánská móda FR		
Pantanloon		
Pepco			
Reserved			
Salón Zdena		
Sin Say			
Smash!			
Spodní prádlo		
Style wear		
Šiva shop			
Takko Fashion		
Takko Fashion		
Tally Weijl		
Tatu fashion		
Time out			
Timo 			
Timo			
Tomy Hilfiger		
		
신발, 가죽

제품

Baťa			
CCC			
Deichmann		
Gregorio			
Greisi			
Mattes boty		
Obuv Romalex		
Obuv u zámku		
Reno Shoes		
Rieker & Tamaris		
Stivaletti			
Val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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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ámecké nám. 44
Farní 20
U Staré pošty 744
OC Frýda, Hl. třída
tř. T. G. Masaryka 603
tř. T. G. Masaryka 1107
OC Frýda, Hl. třída
tř. T. G. Masaryka 1118
Malé nám. 100
Galeria & Paráda, Hl. třída
OC Frýda, Hl. třída
tř. T. G.Masaryka 1147
OC Frýda, Hl. třída
OC Frýda, Hl. třída
Třebížského 1481
Zámecké nám. 25
Ostravská 1551
Zámecké nám. 1263
Galeria & Paráda, Hl. třída
Nám. Svobody 27
Radniční 1239
Farní nám. 2302
OC Frýda, Hl. třída
J. V. Sládka 44
OC Frýda, Hl. třída
tř. T. G. Masaryka 1108
Nám. Svobody 17
OC Frýda, Hl. třída
OC Frýda, Hl. třída
tř. T. G. Masaryka 1117
Štursova 8
OC Frýda, Hl. třída
OC Frýda, Hl. třída
Frýdlantská 2143
OC Frýda, Hl. třída
Radniční 1239
Zámecké nám. 44
Galeria & Paráda, Hl. třída
Antonínovo nám. 60
Galeria & Paráda, Hl. třída
Tesco, Příborská 2270
OC Frýda, Hl. třída
Radniční 1244
Hl. třída 107
Nám. Svobody 5
Zámecké nám. 38
OC Frýda, Hl. třída

Galeria & Paráda, Hl. třída
OC Frýda, Hl. třída
Galeria & Paráda, Hl. třída
Zámecké nám. 45
Malé nám. 94
tř. T. G. Masaryka 1117
Antonínovo nám. 58
Zámecké nám. 1251
OC Frýda, Hl. třída
Nám. Svobody 26
J. V. Sládka 43
tř. T. G. Masaryka 1099

Alpine Pro		
AZ Cyklosport 		
Draps			
D-Sport			
Envy			
Fajné kolo		
Hannah			
Hervis			
Hudy sport		
Jump sport		
Jursa Sport		
Outdoor			
PK Bike 			
Salomon			
SAM 73			
Sport MAG		
Sportisimo
Sportisimo		
X-treme shop		

전자, 휴대폰
Stará cesta 10
Radniční 1241
Albert, 17. listopadu 2262
Hl. třída 106
tř. T. G.Masaryka 3535
Tesco, Příborská 586
Nám. Svobody 6
Galeria & Paráda, Hl. třída
Nám. Svobody 14
Frýdlantská 2199
Těšínská 1095
J. V. Sládka 37
tř. T. G.Masaryka 2320
Politických obětí 2238
8. pěšího pluku 2450
Farní 20
Galeria & Paráda, Hl. třída
OC Frýda, Hl. třída
Tržní 2322

아동복 패션
Baby boom		
Brouček			
Český textil Adélka 		
Čtyřlistek			
Ellie			
Krteček			
Móda pro děti		
Sam Baby			
Shop u porodní báby
Style wear kids		

tř. T. G. Masaryka 1117
tř. T. G. Masaryka 1135
Malé nám. 100
tř. T. G. Masaryka 463
Nám. Svobody 16
J. V. Sládka 43
Nám. Svobody 46
tř. T. G. Masaryka 463
Kostíkovo nám. 646
Galeria & Paráda, Hl. třída

보석, 시계, 액세서리,
Bižuterie Kozák		
Klenoty			
Klenoty Aurum		
Klenoty – Hodiny		
Klenoty Rubín		
Klenoty u banky		
Hodinářství		
On style			
PRIM			
Starlit			
Zlatnictví			
Zlatnictví			
Zlatník J&P		
Zlatnictví			
Zlatnictví Ilir & Arber
Zlatnictví v uličce		
Klenotnictví Veronika
Zlatnictví Wludyka

tř. T. G.Masaryka 634
OC Frýda, Hl. třída
OC Frýda, Hl. třída
Radniční 2
tř. T. G. Masaryka 603
tř. T. G. Masaryka 492
Malé nám. 102
Tesco, Příborská 2270
Příborská 1473
Albert, 17. listopadu 2262
tř. T. G. Masaryka 1131
Tesco, Příborská 586
Zámecké nám. 51
U Staré pošty 52
Nám. Svobody 4
U Staré pošty 42
J. V.Sládka 37
Tržní 19

서점
Antikvariát		
Lev Bílek			
Kapitola			
Knihárium		
Knihkupectví čtyři směry
Knihkupectví Jakub		
Knihkupectví na Veselé
NEO Luxor		

Farní 16
Tržní 20
Hl. třída 107
Nám. Svobody 29
Farní 18
Farní 57
tř. T. G. Masaryka 2320
OC Frýda, Hl. třída

Alza			
Alza			
Comfor			
Comfor			
Czech Computer		
Datart			
Elektro spotřebiče		
Euronics			
Euronics			
Eta			
Expert Elektro		
Iphone servis		
LR Mobil			
Mironet			
MK počítače		
Mobil trade		
O2			
Okay			
Okay			
Planeo Elektro		
Space			
T–Mobile			
Vodafone			

홈 액세서리
OC Frýda, Hl. třída
Ostravská 1551
Radniční 1248
tř. T. G. Masaryka 650
Hluboká 74
Zámecké nám. 21
tř. T. G. Masaryka 1118
Galeria & Paráda, Hl. třída
OC Frýda, Hl. třída
Nám. Svobody 33
Pionýru 2280
8. pěšího pluku 2424
Farní nám. 50
Hl. třída 87
tř. T. G.Masaryka 1365
tř. T. G. Masaryka 1108
Albert, 17. listopadu 2262
Galeria & Paráda, Hl. třída
Tesco, Přiborská 2270
Galeria & Paráda, Hl. třída
Tesco, Přiborská 2270
OC Frýda, Hl. třída
Nám. Svobody 16

안경
ELPO oční optika		
Fokus optik		
Grand Optical		
Oční centrum		
Oční centrum		
Oční optika		
Optika Patria		
Zámecká optika		
Oční optika Patria		

tř. T. G. Masaryka 600
Malé nám. 98
OC Frýda, Hl. třída
tř. T. G. Masaryka 1146
Štursova 12
Revoluční 3470
8. pěšího pluku 2450
Zámecké nám.49
Stará cesta 2325

향수, 화장품, 세면 도구,
DM Drogerie		
DM Drogerie		
Drogerie Rojal		
Inva drogerie		
Landova drogerie		
Manufactura		
Marionnau		
Marionnau		
Parfumerie Rojal		
Yves Rocher		
Rossmann		
Rossmann		
Teta			
Teta			

Galeria & Paráda, Hl. třída
OC Frýda, Hl. třída
J. V. Sládka 38
tř. T. G. Masaryka 463
Nám. Svobody 49
Radniční 1241
OC Frýda, Hl. třída
Tesco, Příborská 2270
Nám. Svobody 1
OC Frýda, Hl. třída
Antonínovo nám. 92
tř. T. G. Masaryka 1109
Hl. třída 107
tř. T. G. Masaryka 633

포토, 문구
Foto v podloubí		
Fotolab			
Fotocentrum		
Papirnictví Narpa		
Svět Fota			

J. V. Sládka 35
Nám. Svobody 4
Farní nám. 57
Tržní 22
tř. T. G. Masaryka 3535

Action			
Brockiland		
Delcon			
Bytový textil		
Bytový textil		
Galerie pod Zámkem
Gallery Art Shop		
Hobby krámek		
Home Interier		
Ideal			
Kampet			
Maison de style sar		
Orion			
Petroš interier		
Provance			
Scan Quilt 		
Slunce			
Trend			

tř. T. G. Masaryka 503
Antonínovo nám. 92
Ostravská 152
tř. T. G. Masaryka 2320
Ostravská 2177
Zámecká 56
Farní 20
Radniční 1235
Ostravská 1551
tř. T. G. Masaryka 634
Nádražní 1100
Radniční 1237
Galeria & Paráda, Hl. třída
Zámecká 54
Zámecké nám. 1256
OC Frýda, Hl. třída
Antonínovo nám. 57
J. V. Sládka 2191

가구, 주방
BWM Mevle		
ELMA svítidla		
Gaff interier		
Interiorové studio		
Koberce Breno		
Koberce Trend		
JAK Interier		
Kuchyňské & bytové st.
Nábytek 3A		
Nábytek Orfa		
Oresi			
Sykora kuchyň.studio
Tescoma			
Tescoma			
Záclony Lidnovská		
Zdravý spánek 		

U Staré pošty 2317
Kostíkovo nám. 646
Galeria & Paráda, Hl. třída
Zámecké nám. 47
Revoluční 533
Ostravská 152
tř. T. G. Masaryka 496
Nádražní 1097
Třebížského 1481
Stará cesta 91
Radniční 2
Zámecké nám. 41
OC Frýda, Hl. třída
Ostravská 1552
Radniční 1245
Zámecké nám. 47

장난감, 게임,
2 děti – dřevěné hračky
Dráčik			
HM studio		
Hračky			
Hračky u Kačky		
Moravel hračky		
Moravel hračky		
Pompo Toys		
Prontík			
Toys shop			
Viki hračky		

Frýdlantská 150
Galeria & Paráda, Hl. třída
Galeria & Paráda, Hl. třída
Štursova 13
Malé nám. 93
tř. T. G. Masaryka 502
Frýdlantská 770
OC Frýda, Hl. třída
J. V. Sládka 84
Hlavní 106
Galeria & Paráda, Hl. třída

애완 동물 상점
Aquaristika		
Ghovex.A			
Super ZOO		
Pet Center		
Pet Centrum 		
ZOO centrum		
Pet Dream		

Zámecké nám. 1253
Hl. třída 18
Galeria & Paráda, Hl. třída
OC Frýda, Hl. třída
Zámecké nám.1253
Hl. třída 829
Albert, 17. llstopadu 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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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미식가 상점
Boutique Gurmán		
Boutique Gurmán 		
Boutique Gurmán		
Boutique Gurmán 		
Grunt			
Korejské potraviny		
Lahůdky ze statku		
Řecké speciality		
Ňami Ňami		

Zámecké nám. 1250
Antonínovo nám. 60
OC Frýda, Hl. třída
Tesco, Přiborská 2270
Tržní 19
Farní 14
tř. T. G. Masaryka 1131
Malé nám. 102
tř. T. G. Masaryka 1117

와인 숍, 찻집, 기념품

Open from 13. 11. 2014

60
new shops
in Frýdek-Místek
www.ocfryda.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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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hambra vinotéka
Dárkovka			
Dárková síň u Radnice
Davídkovo koření		
Chocolaterie		
Oxalis			
Oxalis			
Speciálka			
Speciálka			
Staroveské centrum vína
TWP			
Vanilka			
Vínko Konečný		
Víno & destiláty 		
Vinostyl			
Vinotéka			
Vinotéka Italia		
Vinotéka-predikátní vína
Vinotéka u Macka		
VínoTK			
Víno Sýkora		
Víno Sýkora		

nám. Svobody 16
U Staré pošty 52
Radniční 2
Zámecké nám. 1253
Nám. Svobody 21
OC Frýda, Hl. třída
Tesco, Příborská 2270
tř. T. G. Masaryka 1107
tř. T. G. Masaryka 1145
OC Frýda, Hl. třída
tř. T. G. Masaryka 3535
Farní nám. 50
Albert, 17. listopadu 2262
Tesco, Příborská 2270
Na Poříčí 2110
Farní nám. 50
Radniční 10
Galeria & Paráda, Hl. třída
J. V. Sládka 44
Nádražní 1088
Antonínovo nám. 60
Zámecké nám. 1251

미용사, 이발사
JAG studio		
KM Style			
Kadeřnictví 		
Kadeřnictvi Šarm		
Kadeřnictví Pronto 		
Kadeřnictví Trend		
Kadeřnictví u zámku
Kosmetika		
Laura Nails		
Pánské kadeřnictví		
Salerma cosmetics		
Salon Dali		
Salon Fenix		
Salon Lisien		
Salon Oliver		
Star Nails			
Studio Conversion		
Studio Esprite		
Studio Gita		
Studio Igie		
Studio SunShine		
Studio Vizáž		
USA Nail Art		
USA nails			

Těšínská 1162
tř. T. G. Masaryka 603
Farní 15
Řeznická 29
J. V. Sládka 84
tř. T. G. Masaryka 1146
Zámecké nám. 44
OC Frýda, Hl. třída
Antonínovo nám. 60
Zámecké nám. 1255
Albert, 17.listopadu 2262
Štursova 13
Radniční 1247
Hluboká 60
Nám. Svobody 4
Albert, 17. listopadu 2262
OC Frýda, Hl. třída
Nám. Svobody 14
Frýdlantská 2144
Nám. Svobody 5
Frýdlantská 770
Radniční 1245
J. V. Sládka 37
Tesco, Příborská 2270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취미
AirSoft Morava 		
Army Shop 		
Čistírna			
Erotic City		
Klíče			
Klíčové centrum		
Oprava obuvi, klíče		
Psí salón Xaria		
Ptákoviny			

tř. T. G. Masaryka 463
Nám. Svobody 3
Radniční 10
Ostravská 1551
OC Frýda, Hl. třída
tř. T. G. Masaryka 1120
Tesco, Příborská 2270
tř. T. G. Masaryka 1107
Malé nám. 99

꽃집
Botanika			
Česnekové květiny		
Flamengo květinářství
Flamengo květinářství
Flamengo květinářství
Květiny			
Květiny			
Květiny Novák		
Květiny Šárka		
Květinářství Bajtek		
Květinářství U St. pošty

Frýdlantská 770
Štursova 12
Revoluční 3470
Albert, 17. listopadu 2262
Tesco, Příborská 2270
tř. T. G. Masaryka 1146
Galeria & Paráda, Hl. třída
OC Frýda, Hl. třída
tř. T.bG.Masaryka 1131
Tržní 24
U Staré pošty 745

약국, 건강 식품
AZ Lékarna		
Dr. Max			
Dr. Max			
Dr. Max			
Harmonie		
Inter Meta		
Medica, Pharmax		
Lékarna pod Orlem		
Lékarna Sagena		
Lékarna Viola		
Lékarna u Ještěra		
Naturhouse		
Vega			
Vega			
Zdravá výživa		
Zdravotnické potřeby
Lékarna 			

Pionýrů 2242
Revoluční 3470
Galeria & Paráda, Hl. třída
Tesco, Přiborská 2270
Nám. Svobody 28
Ostravská 1553
8. pěšího pluku 85
tř. T. G. Masaryka 600
8. pěšího pluku 2450
Stará cesta 83
Frýdlatnská 2161
Malé nám 95
Nám. Svobody 28
tř. T. G. Masaryka 1131
Malé nám. 102
tř. T. G. Masaryka 650
OC Frýda, Hl. třídaá

은행
Česká spořitelna		
Česká spořitelna		
ČSOB			
ČSOB
		
Era			
Fio banka			
GE Money Bank		
GE Money Bank		
Hypoteční banka		
Komerční banka 		
Komerční banka 		
Komerční banka		
Raifeissen bank		
Raifeissen bank		
Unicredit Bank		

8. pěšího pluku 2173
tř. T. G.Masaryka 463
J. V. Sládka 41
tř. T. G.Masaryka 492
J. V. Sládka 2177
Zámecké nám.42
tř. T. G.Masaryka 3546
Ostravská 152
tř. T. G. Masaryka 1131
Radniční 1147
Nádražní 1087
J. V. Sládka 2191
J. V. Sládka 84
OC Frýda, Hl. třída
Pivovarská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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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화 행사 캘린더
1월

Pustveny에서의 눈 왕국
그랜드 레스토랑 축제
2월 자전거 여행 축제
그랜드 레스토랑 축제
발렌타인의 축제
3월 부활절 박람회
4월 도시의 부활절
야외 영화제
5월 교회의 밤
박물관의 밤
베스키디의 천문학의 날
합창단의 국제 축제
6월 Kamenité 오픈 축제, Vyšní Lhoty
CIOFF 국제 민속 축제
썸머 오픈 나이트 vol. 5
스위트샌 축제
7월 야나체크의 Hukvaldy
FM 전자 축제 vol. VI
여름궁전들
도시에 있는 재즈
Radhošt로의 키릴메토디오스 순례
8월 도시로 온 스타
뮤지션 수확
썸머 오픈 나이트 vol. 6
연극과 음악의 만남
프리덱의 역사 축제
Lhotce에서 있는 Sochov의 민족 지적인 축제
9월 라데가스트 날
한국 날
유럽 문화 유산 일
10월 성 벤체슬라스의 음악 축제
야외 영화 국제 축제
촛불에 있는 프리덱의 성 저녁 투어
11월 미식 월
12월 도시의 출현
크리스마스 박람회
조화 – 재림절및 크리스마스 관습의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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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프리덱-미스텍은
일년
내내
다야한 시각, 음악, 극적인의 범위를
제공한다. 도시와 그의 근처에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고적과 현대
건축 및 극장들이 있다. FAMUS
또는 프리덱-미스텍의 예술 협회가
전통적인 듀오나 저자로 특별한 ING
팀과 같은 몇 개의 극단을 지원한다.
이 극단들이 네잎 클로버란 그림 같은
장면 또는 새로운 장면 블라스트란
프라하 극장들이 자주 호스팅하는
새로운 장면에 연기한다. 새로운
장면 블라스트에 영화 축제를
체계화하는 영화 클럽의 갤러리 및
극장이 위치한다. Hukvaldy에서
태어난 레오시 야나체크가 그녀의
수양딸, 신포니에타, 대장 부리바와
글라골스카 미사란 세계로 유명한
오케스트라 작품을 구성하고 썼다..

프리덱-미스텍과 이 지역에서
제공되는 문화 프로그램을 여기서
확인하세요

kulturafm .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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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키디의 박물관
프리덱에 대한 첫 소식들이 모라비아와
실레지아의 경계를 보호했던 고딕 성의 설립된 14
세기 전반에서 나타났다. 현재의 프리덱-미스텍의
베스키디 박물관의 자리 프리덱 성이이 관광객에게
여러 전시를 제공한다- 성 투어, 베스키디- 자연
및 인간, 프리덱과 미스텍, 프리덱-마리아 순례
장소, 온드라 Łysohorský위 기념물.

2015년의 행사
발렌타인의 축제
부활절 박람회
박물관의 밤
국제 민속 축제
야나체크의 Hukvaldy 축제
도시에 있는 재즈
뮤지션 수확
여름궁전들
역사 축하
유럽 문화 유산 일

visitfm .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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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덱의 성
베스키디의 박물관
프리덱의 성을 방문할 때에 프리덱미스텍 및 베스키디 생활에 대한 종합
이미지를
상설전시관을 가진 박물
관의 방문을 추측한다. 실레지아 귀족
의 문장및 성의 역사 에 관심을 가진
관광객이 프리덱의 성에 가이드 투어
를 사용할 수 있다. 주제 전시들이 상
설전시관을 보총한다. 박물관에 대한
현재 정보를 www.muzeum beskyd.
com에 찾을 수 있다.

© Radoslav Kocián/360travel.cz

프르지보르에서 있는 도시 박물관

스트릿 아트 갤러리- 유나이트 컬러

세인트 존의 타워

www.pribor.cz

자유 광장 근처 위치한 메인 거리 밑의
크로스 지하도에서 2014년에 50명 이상의
유럽 작가들이 그린 50개 작품을 가진
갤러리를 방문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www.svatojanskavez.cz

프르지보르란 이웃 도시에 18세기의 전
피아리스트 수도원 및 고등학교 역사적인 가치
있는 건물이 위치한다. 이 건물에 프르지보르
도시의 역사를 설명하는 도시 박물관이
함꼐 있다. 프르지보르에서 태어난 지그문트
프로아투에게 특별한 집중이 되어 있다.

촛대 아래의 집
www.podsvicnem.cz

성 광장 근처에 위치한 촛대 아래의 집은
진정한 문화 센터이다. 그 안에 갤러리및
골동품 가계, 유행한 바, 에스노 베지테리엔
레스토랑, 카페 및 영화 클럽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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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미터 높은 자리에 있는 전시가 프리덱
교구 보관소의 여러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후기 고딕 교회 포털의 조각, 성 얀
네포무츠키의 바로크 사암 조각 또는 1850
년의 기능 잘 되는 성녀 바르보라의 종. 프리덱미스텍과 베스키디의 파노라마에 아름다운
보기를 있는 타워의 상단가지 올라오는 것을
추측한다.

갤러리 랑의 집
www.galerielanguvdum.cz

성 밑은 Hluboká 거리에 위치한 프리덱미스텍의 제일 유명한 갤러리가 진행중인
전시회를 제공한다.

갤러리 새로운 장면 블라스트

Art & Design Miura hotel

www.kulturafm.cz

www.miura.cz

새로운 장면 블라스트가 현관의 로비에 이
지역에 태어난 예술가, 유명한 사진작가와
여행자의 갤러리 및 전시회를 소개한다.

다비드 체르니, 앤디 워홀, 헨리 무어, 토니
크랙 등의 세계 현대적인 작가들의 20 개
작품들이 호텔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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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 가득한 기술 박물관
근처에 여행을 위한 팁
프리덱-미스텍의 근처에 방문하기 좋은 중요한 기술 박물관들이 위치한다.
코프르지브니체에 타트라의 유명한 박물관이 있다. Studénka에 화차 박물관이
있다. 오스트라바에 광업 박물관 또는 비코비체의 전 코크스 공장을 포함된
용광로를 방문할 수 있다.

레오시 야나첵
Hukvaldy에서 있는 그가
1854년에 태어난 집에 시
대적인 그림으로 비치된 그
의 방을 찾을 수 있다. 레오
시 야나첵의 기념물은 유명
한 음악 작곡가 그의 죽음
몇 년 전에 머물어 된 집에
있다. 그의 생활과 잊을 수
없는 작품들을 관광객에게
풍부한 진시가 알려 드린다.
레오시 야나첵을 기념하여 매년 6월에 야나첵
의 Hukvaldy란 음악 축제가 개최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태어난 집을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작품 및 유산을 가진 도서관을
볼 수 있는 프르지보르란 작은 역사적인 도시
에 있다. 도서관 투어 할 때
관광객을 동반하는 지그문
트 프로이트의 목소리가 특
별한 것이다. 집 앞에 프로이
트의 환자들이 앉았던 관광
객들이 자주 사진을 찍게 된
소파의 복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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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베즈루치
피터
베즈루치가
미스텍에 그 의 시적
작품을 크게 영향을 준 두
개의 연애 관계를 경험했다.그 중에 1928년의
실레지아 노래란 시집이 제일 유명한 것이다.
그의 활동을 생각나게 하는 흉상 및 기념물을
프리덱-미스텍 여라 장소에 있다.

Kozlovice의 ㅊ
Kozlovice 농장의 역사적인 건물들을
방문하면 여기 1번 집에서 살고 공무를 수행한
왈라키아 듀크의 세계 알게 되며 농장에
포함된 Kozlovice란 작은 역사적인 마을의
크지 않는 진시 및 초등학교의 활기찬 야외
박물관을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학교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주도된 교육에 명확하게
보여 드릴 수 있다.

코프르지브니체의
트라 박물관

타

타트라가 60개의 승용차,
경주용 차, 트럭과 군사 트
럭으로 훌륭한 수집을 대표
한다. 이 유명한 역사의 뿌리
를 차의 개발이 처음부터 설
명하는 농장 박물관에 찾아
야 된다. 몇 개의 첫 카트 및
코치를 농장 건물 옆에 있는
원래의 헛간에 찾을 수 있다.
코프르지브니체의 역사 관련
된 고고학적유물들이 박물관
의 부분이다.

Studénka에 화차
박물관
성 한 건물에 있는 화차의
박물관에 Studénka의 화차
생산 풍부한 역사 및 우리
나라의 화차 생산의 시작이
설명되어 있다. 여섯 전시 홀
중 하나에 기능 철도선의 모
델 패널이 있다. 그의 방향,
내용 및 역사 자료의 처리로
이 화차 박물관이 독특한 유
럽 것이다.

오스트라바에 있는
란덱 파크와 돌니
비코비체
란덱 파크에 광산 박물관
의 여러 전시들이 오스트라
바와 카르비나에 석탄 광산
의 개발을 설명한다. 원래의
광산 케이지로 내려가는 지
하 터널의 시스템이 투어의
부분이다. 전 흘루비나란 광
산의 산업 지역 , 코크스 공
장과 비코비체 재철소의 용
광로가 비코비체의 밑은 지
역을 구성한다. 이 장소가 오
스트라바의 산업 유산 및 상
징이다.

visitfm .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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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키디 정문의 여러 형태
프리덱-미스텍
도시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 일몰시에
좋은 산책의 목표이다.

jansmekal.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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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덱 성, 성의 공원, 성 광장,
세인트 존의 교구 교회와 세인트 존의 탐망대

13 세기 부터의 전통과 역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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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개슬
스트람베르크의 트루바
스트람베르크 도시 보호구역의 우세한 것,
높은 벽돌 기초에 목으로 만든 주택의 유일한
건축 덕분에 모라비아 베들레헴이란 별명을
받았다. 13세기 후기에 설립된 성의 비정상적인
원통형 타워. 건물의 역사 사진으로 풍부한
타워로 등반 후에 소위 모라바 정문과 베스키디
산으로 잊을 수 없는 보기가 기다린다.

Hukvaldy 성
모라비아의 가장 큰 성 중 하나가 13세기
중에 설립되었다. 1762년에 소실되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만 재구성되었다 ( 세인트 앤드류의
예배당이 제일 보존된 장소이다). 다마사슴 및
무플론으로 구성된 자유롭게 수렵 채집하는
떼가 넓은 성의 사슴렵장은 이 역사적인
장소의 고유 부분이다. 최근에 이 기념물이
봄에서 가을까지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북 모라비아의 문화 센터 중 하나로 사용된다.
사슴렵장에 명수가 Kozlovice 방앗간으로
걸어가곤 했던 야나첵 포장이란 자연 트레일의
시작은 위치한다.

관광 명소의 팬들이 코프르지브니체
스트람베르크에서 농장 및 초등학교가 있는
Hukvaldy-Kozlovice가지 가는 관광 열차를
사용할 수 있다.

Studénka 성
Poodří 보호 지역에 있는 15세기의 고딕
성곽의 재건설로 발생된 도 다른 성의 보석.
성곽의 근처에 18세기에 바로크 스타일 소위
새 성을 있었다. 두 건물은 나중에 프세우두
고딕으로 모양을 짓게 되었다. (박물관- 화차
박물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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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www.penzionhrad.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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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키디의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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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마리아 방문 교회당
1777년에 설립된 천주의 교회당이 (1999년
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마이너 교회당으로
승진) 중요한 마리아 순례 곳이다. 회당 밑의
지하실에 1713년 Ostravice강의 홍수에
물에 빠진 Tovačov에
서 온 순례자들이 매
장된다. 예배 중에 구
경이 가능함.

복음교회

교회
세인트 키릴과 메토디오스의 예배당여행을 위한 팁 1 129 미터 높은 - Radhošť
가끔
테 살로니키
형 제 란 세인 트 키릴 과
메토디오 스가 슬라브 의
선교사로 유명한다.
9세기에 벨카 모라바 사명
내에서 글라골문자를 발생했고 고대 교회
슬라브를 전례 언어로 적용했다. 그의 조각은
그들에게 성화한 체코 가장 높은 교화 건물 중
하나인 Radhošť 예배당 앞에 있다. 그것이 1
세기 이상 오래된다. 처음에 비잔틴 양식으로
만든 흰색 벽토의 석조
건축물의 모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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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슬로바키아 복음교회의 네오 고딕
교회가 프리덱 위인 작은 언덕으로 위치해서
도시 중요한 장소중에 하나를 구성한다. 창립
헌장을 따라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절단 벽돌의 덕분에 지역의 주민들이
빨간 교회란 이름으로 알게 된다.

세인트 야곱의 교회
미스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첮 기록된 진술이
1582년에 있다. 1602년의 큰 화재에 이 주로
나무 닫잡이 타버려 되었다. 20년 후에 이번에
벽돌로 만든 새로운 건문 짓게 되고 1644년에
현제의 이름으로 완료되었다. 여러 수정을
후에 현재까지 교구 광장의 중심을 구성한다.

세인트 존과 폴의 교회
복당, 상구 보관실 및 세인
트 Inoncenc의 예배당으로
구성된 크로스 모양으로 구축
된 후기 바로크 교회의 초석이
1763년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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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축제
프리덱-미스텍이 음악에서 좋은
전통 및 뿌리를 있다. 그 덕분에
도시가 자신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고 그가 50년 이상의 존재
역사에 예술적으로 큰 야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단 지위를 얻었다. 그가
이 지역의 유일한 야나체크 전통과
그의 문화 뿌리의 쇠하지 않는
선전원으로 되었다. 오케스트라를
민족 집의 아르누보 건물에 드를 수
있다. 현재의 도시에 100개 이상의
밴드, 음악가 및 디제이 조작한다.
이 기반에서 분명히 다양한 도시와
넓은 근처의 음악 클럽과 여름
시절에 특히 다야한 장르의 음악
축제들이 수집한다. 방학 때 확실히
매주에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지역
예술가 및 인기 많은 손님의 등단이
주로 다까지 중심 광장에 (성과
자유) 또는 오스트라비체 강의
강변, Olešná 댐의 근처 아니면
슬루니치코란 리사 산 밑에 있는
좋아하는 수영장에 위치한다.

kulturafm .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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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FF 국제 민속 축제
스위트샌 축제
2004년부터 6말에 해마다의 체코 공화국에
가장 참신한 문화-자선 행사 중에 하나가
실행된다. 현재에 이 다양한 장르의 단지 혜택
행사에 4일 안에 6개의 극작으로 다른 장면에
2백 명 단지 지역 예술가들이 소개한다. 그중에
4개 음악, 하나 극장, 하나 영화의 스테이지이다.
모든 예술사들이 무료로 연주하고 가입비가
자산 단체 위한 자발적인 기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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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음악 축제
야나첵의 후크발디
유일하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고전 음악의
연회를 매년 6월에 레오시 야나첵의 고향
후크발디에 방물 할 수 있다. 축제가 넓은
고딕 성의 폐허나 프리덱의 성과 그의 인근한
지방 자치제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첫해가
레오시 야나첵의 출생 기념으로 1994년에
실현된다. 야외 콘서트의 중심이 대부분으로
우리와 외국 작가의 발표에 야나첵 작품의
해석으로 구성되지만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서
다른 이름들이 도 여기에 나타난다.

이미 20년 동안 6월마다에 이 프리덱미스텍에 있는 축제로 아시아부터, 유럽, 미국
가지 전 세계에서 수많은 민속 음악가, 가수와
댄서들이 오고 있다. 일 주 내내 도시와 인근한
지방 자치의 여러 장소에 수십 등단들이
실현된다. 유명한
도시 행렬 및 부유한
다과가 빠지지 않다. 생길 때부터 이 축제가
유네스코의 협의 지위를 가진 글로벌 단체인
민속 축제 및 민속 예술의 국제위원회의 CIOFF
조직과 민속 예술 국제 IOV 기구의 정회원으로
되었다.

도시에 있는 재즈 - 재즈의 다양한 색깔
매년의 7월은 이틀간의 축제가 모든 다양한
색깔로 재즈 음악가의 최고를 소개하는
월이다. 우리 및 세계의 재즈 음아가의
연주회들이 도시 몇 개의 클럽, 프리덱의
성 또는 이와 같은 행사 관리하여 프리덱미스텍에 뿐만 아닌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
거리에서 개최된다. 재즈가 가끔 일반적인
세계어로 명명하면 그것이 도시에 이 시간에
갑절 유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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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온 스타
음악 야외 축제가 정기적으로 8월에 자유
광장에 개최된다. 매년에 주로 체코 바위 및
팝의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소개한다. 2014
년 예를 들면 레니 – 가장 뛰어난 체코 음악
장면 중 하나 또는 안나 K & 밴드란 체코
음악의 장면의 항성이 여기에 노래했다.

썸머 오픈 나이트
연극과 음악의 만남
8월 셋째의 주에 프리덱의 성의 안뜰이 이미
전통적으로 주로 사일 동안에 연극 및 음악
예술가에의 것이다. 진정한 성의 인테리어에
있는 여름 장면이 특히 체코 좋은 연주단이
여기에 공연을 신기하게 연기할 때 항상 극장
시즌 외부의 매력적인 변화이다. 그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성 영역을 제외하고 레이노크의
다기능 무대 및 소목일 클럽이 적용된다.

뮤지션 수확
매년 8월 중에 프리덱 성의 큰 안뜰에 특히
민속, 컨트리, 야영장 장르 넘어가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길 것이다. 올 여름에
이틀 동안 유명한 음악 축제의 이미 제15회가
진행할 것이다. .

한국 날
3일 동안에 손님들이 한국 전통 음악 연주회,
댄스 워크숍, 한글의 서예 교육, 전통 태권도란
무술 실례, 한국 영화 상영 등을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입맛 해 보는 것을 좋아하는
손님들 위해 지역의 한국 식당에서 전문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다.

현대적인 전자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음악에
집중을 가진 프리덱-미스텍의 제일 큰 댄스
파티. 6월과 8월- 여름에 두번째로 도시의
중심에 경험할 수 있음. 디제이들이 거의 각
시간에 교대함.

라데가스트 날
라데가스트 날이 프리덱-미스텍과 체코
공화국의 축제 시즌의 절정이다. 또한
라데가스트란 베스키디 산 아래의 맥주
축일이다. 양조장 옆에 몇 개의 장면에서
다양한 인기 제일 많은 음악 밴드들이
교대한다. 음악의 팬, 아이들을 있는 가족
또는 아드레날린의 열광적인 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대한 맥주 텐트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영역들이 손님들 위해 여기에 있다.

FM 전자 축제
유명한 손수레의 회로에 인기 많은 최고의
사운드와 함께 지역 및 국제 디제이들이 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뛰어나게 하는 FM 전자
축제가 7월에 개최된다.

역사 축제
방학의 끝은 역사 축제가 전통적으로
프리덱 성 밑에서 성 광장까지 가는 나이트
행렬, 나이트 토너먼트, 전 시대의 음악, 매를
부리는 사람, 화재 횃불 등을 우리를 이틀 동안
위해 진정한 옛 시대의 분위기로 이동하는
모든 것을 포함된 자리 잡는다. 축제의 둘째
날이 박람회와 어린이 및 성인을 위한 대회를
포함된 풍부한 역사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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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스포츠 행사 캘린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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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리사 산에 24시간
베스키디 도로의 우승컵 - 크로스컨트리 스키 시합
스키 알프 데 빌라 –밤의 스키 알프 시합
무술 축제, 프리덱-미스텍
리사 산으로 산 경주
Javorové에서 현대 페룬 스키 마라톤
프리덱-미스텍 자전거로
비셰그라드 4 자전거 경기, 프리덱-미스텍
라데가스트의 초청 - 산 울트라트레일 24시간 경주
바이크 Čeladná
광장 사이에 경주, 프리덱-미스텍
리사 산의 야간 통과로
체코 PGA 투어, 골프 & 스키 리조트 오스트라비체
체코의 엔듀로 오픈 챔피언전 – 리사 산의 컵
리사 산의 투어
코프르지브니체의 분쇄기 – 산악자전거의 시행
라데가스트 베스키디의 허리띠
아디다스 24 시간 Olešná 댐 주변에 , 프리덱-미스텍
아드레날린 컵 - 리사 산에 체코의 챔피언전
체코의 챔피언전 리사 산에 울트라 스키 마라톤 – L4L
Frýdladnt n.O.에 베스키디의 낙하산 컵
리사 산에 시행
자전거로 리사 산에 일출을 보로
베스키디의 경기 가록, 프리덱-미스텍
베스키디 도로의 우승컵 – 산악자전거의 컵
살로몬 실레지아 마라톤, Dolní Lomná
Olešná 레가타, 프리덱-미스텍
B7 – 아디다스 – 콘티넨털 베스키디 일곱
Mošnov에 나토 일
체코 속보의 말 더비 – Bravantice의 히포드롬
베스키디의 레가타, Žermanice 댐
베즈루치의 리사 산에 기어 오름
리사 산의 주변으로 - 산악자전거의 경주
실레지아 10, 프리덱-미스텍
5Bv –베스키디의 영속성 익스트림
Ondřejnice의 MTB 뒤아틀론
광부의 10, 프리덱-미스텍
도시 크리스마스 전의 실행, 프리덱-미스텍
잔디 트레크, 모라브카

스포츠
베스키디의 바로 옆에 있는 위치
덕분에 도시와 그의 주변은 토지에,
물에 또는 공기에- 스포츠의 모든
형태를 좋아하는 모든 신체 활동
방문자들의 이상적인 목적이다.
아드레날린 및 레크 리 에이션 스포츠 :
페인트볼, 에어소프트
산악 자전거, 달리기
인라인, 관광 자전거 타기,
손수레, 사륜차, 엔듀로
산악 자전거및 스쿠터
스쿼시, 라켓볼,
배드민턴, 테니스,
비치 및 보통 배구
아쿠아 파크, 웰빙
윈드 서핑, 카이트 서핑
카약, 카누
승마
파쿠르, 경마장
스키, 스노우 보드,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키알프, 스케이팅
헬스 클럽, 회전
관광 비행
패러 글라이딩
골프

visitfm .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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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레날린 스포츠
인라인 트랙 및 자전거 도로
2010년에 4,5 킬로미터 긴 및 4미터가지
넓은 Olešná 댐 주변 회로가 열려되었다.
멀리에서 온 손님들이 이 리사 산 중심으로
아름다운
베스키디의
보기를
포함된
매력적인 도로를 오락으로 사용한다. 겨울에
크로스컨트리 스키어에게도 잘 공한한다. 6
월에 아디다스 24 시간 달리기가 Olešná
댐 주변에 실행이 여기에 개최된다. 도시의
중심에 도 오스트라비체와 모라브카강을 따라
포도 및 아스팔트으로 구성된 널리 사용되는
둘의 강변을 몇 킬로미터를 따라가는교외
가지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가변과 Olešná
댐 주변에 몇 개의 테라스와 다과점들이 있다.

수영 및 여름 스포츠
Olešná 레크리에이션의 구역이 현대적인
여름 및 내부의 아쿠아 파크으로 자랑한다.
터보건 탈 때 매력적인 베스키디 산의
비탈들을 감탄 할 수 있다. 낭만적인 댐 투어를
하기 위해 보트와 패들의 임대가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멀지 않는 약간 작은 Baška
란 레크리에이션의 구역과 마찬가지 여기에
몇 개의 배구장 (비치 및 보통),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 또는 보트 임대를 찾을 수
있다. „스포츠“상황에 일박하기 위해 두 곳에
잘 갖추고 있는 캠프장을 쓸 수 있다.

팀의 페인트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야외 장외에 연중으로
에어소프트란 내부 액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멀지 않는 Krmelín에서 그들이 몇 건물, 수갱
및 숲 지형을 포함한 오픈 전장을 쓸 수 있다.
휘발유 냄새의 속도를 Olešná 댐 밑에 위치한
친구 사이에 경주를 조직 및 여름 저녁 댄스
파티로 인기 많은 폐회로에 손수레를 타면서
즐길 수 있다. 다른
폐회로들이 멀지 않는
Mošnov의 공항 또는
Radhošť 산 아래의
Trojanovice에서 있다.
야외의 사륜차들이 두
개의 액션 폐회로를
포함된 스트람베르크
근처에 있다.

개인 스포츠
테니스, 스쿼시, 배드민턴, 라켓볼, 스케이팅,
촬영, 파쿠르 및 피트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에어컨 포한된 완벽한 조건을 찾는 품질 좋은
스포츠 센터들이 연락처를 포함하여 참고에
정리하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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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리그에 국내 클럽 경기
프리덱-미스텍을 방문할 때 지역의 MFK
FM의 국가 리그 경기를 볼 가능성이 있다.
나 스토프카흐라는 경기장에서 팬들이 모든
경기에 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다. 하키,
핸드볼, 배구 또는 농구의 다른 국내 스포츠
경기에 도 황홀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베스키디의 경기 가록
경기 기록의 축제가 매년 8월에 미스텍이 자유
광장에서 개최된다. 예를 들어 0,3 밀리리터의
맥주 마시는 기록, 승부차기 기록 또는 Marlenka
란 지역의 전문 케이크를 먹는 기록이 여기에
이미 떨어지게 되었다. 행사를 음악, 연극 및 무용
공연을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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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르카 스포츠 홀

40km 반경 내에서 백만 주민
총 수용 5000관람객
스포츠 경기 대회
문화 행사
콘서트

현대적인 스포츠 홀 폴라르카가 1985년에 연 원래의
다기능 스포츠 홀을 2014년에 배상했다. 폴라르카가
스포츠, 문화 및 사회 행사의 조직화 위한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하키 및 피겨 스케이팅 클럽은 여기에
자리를 찾았다. 여섯 활주로 촬영 및 탁구, 배드민턴,
에이로빅 등의 스포츠 위한 다기능 홀이 처분된다. 폴라르카
홀의 파라미터이 국내의 스포츠 경기, 체코, 유럽 및 세계
챔피언전의 조직을 위한 가정을 만족한다. 이 홀에 각 층의
로비에 다과점이 있다. 3층에 라운지, 회의실을 및 자신의
시설을 포함된 고급 관람석의 사용을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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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덱-미스텍이 교통적으로 R48와 R56 교차로의 위
치 덕분에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연주회 및 사회 행사
들을 조직하기 위해 이상적인 장소이다. 홀이 얼음 표면
을 덮는 수술의 가능성을 포함된 최고의 콘서트와 연극
기법으로 설비된다. 음향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청취자
를 만족시킬 것이다.

www.sportplex.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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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키디에 스포츠
베스키디는 고유한 관광 지역으로 유명하게
된다. 각 꼭대기에 여러 표시된 길이 방향을 주
기 때문에 이 산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나 말
의 안장에 아니면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면
서 일 년 내내 인지할 수 있다. 항상 마찬가지
않은 풍경의 새롭고 놀라운 전망을 포함. 많은
곳은 패러글라이딩이나 라이벌 비행을 위한 이
상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리사 산의 기슭에 400미터에
위치한 산 아래의 마을 위에 약
1300 미터 Smrk, Stolová 또는
Kněhyně란 높은 산들이 우뚝
솟는다. 이 가파른 상승 덕분에
프리덱-미스텍으로 올 때 베스키
디가 높은 산처럼 보인다.

골프 리조트
베스키디의 산기슭은 프리덱-미스텍에 약 16
킬로미터 떨어진 뛰어난 호텔 시설을 있는 두
가지 전문 골프장들을 제공한다. 리사 산의 좋
은 보기인 18 홀짜리 골프 코스 하나가 오스트
라비체에 위치하고 Kněhyně 꼭대기로 보호된
두가 지의 18 홀짜리 골프장들을 Čeladná가
제공한다. 그들을 후크발디 성 아래의 9 홀짜리
골프 코스가 잘 보충한다.

자전거 타는 사람 위한 천국

하늘에서 본 베스키디
프리덱-미스텍에 멀지 않
는 Frýdlantu n. Ostravicí에
서 체코의 제일 높게 위치한
공항 중에 하나가 위치한다.
그것을 베스키디의 아름다운 풍경 위의 관광
비행을 위해 레크리에이션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 Mošnov에서 있는 레오시 야나첵의 국제
공항 도 관광 비행을 위해 쓸 수 있다. 베스키
디가 행글라이딩에 위한 특별한 지역이다. 탠덤
파일럿과 함께 탠덤 비행 또는 열유동 비행을
해 볼 수 있다. 국애 비행을 할 때 여러 다른 회
전에 강렬한 혼
잡을 느낄 수 있
고 또는 진짜의
모험 – 베스키디
도항으로 떠날
수 있다.

오스트라비체와 모라브카 강 주변에
편하게 타면 곧 어려움의 다양한 수준의
여러 자전거 도로를 제공하는 베스키디 가지
도착할 것이다. 아드레날린 하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빌라 공중 케이블카 주변의 3
킬로미터 긴 길을 추천한다- 싱글 트라이얼
빌라. Pustevny 아래의 6킬로미터 긴 하강을
외발 롤러스케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가는 길에 음식뿐만 아니라 숙박을
제공하는 여러 술집과 지역 양조장을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마을의 길을 추천한다. Kozlovice
의 기능 방앗간 및 여관과 방앗간의 박물관을
방문하 는
것에
가치가 있다. 리사
산, Smrk과 Radhošť
산의 보기를 포함한
3개의
다 양 하게
어려운 트랙들이 제1
회로 부토 큰 관심을 갖게 된 새로운 바이크
Čeladná란 자전거 레이스의 부분이다.

활강과 스노보딩
제일 유명한 선수(FIS 인정)부터 초보자
및 스노보딩자가지 위한 총 5,5킬로미토 긴
빌라 스키장. 프리 라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르제카란 스키장을 좋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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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듀로
6월의 클래식의 오토바이 랠리, 체코
챔피언전- 리사 산의 컵이„산의 여왕“ 아래
이미 10년 전통 및 가장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Čeladná에 시작하기 전에 Frýdlant
n. Ostravicí에서 경주용 기계의 페레이드가
선행한다- 경주의 길이가 140 킬로미터이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매력적인 산 지역에 모든 연령과 기술 수준의
스포츠맨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
손질하는 100킬로미터 이상 스키 길이 있다.
그중에 리사 산 또는 다른 1000미터 이상
높은 산의 꼭대기에 이어진 길이 있다. 리사 산
아래 오스트라비체 지역에 오락의 스포츠맨
또는 FIS 선수 위한 4킬로미토 긴 매우 빠른
중도의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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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산에 아디다스 24시간
1월의 개인 및 커플의 지속성 경주가
오스트라비체에 시작한다. 24시간
안에 제일 가능한 번에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이 경주의 목적이다.
기본 범주는 성별 (남성, 여성, 혼합)
또는 나이에 (서서히 20세부터, 50세
가지, 50세 이상) 따라 나눈다.

리사에 산 달리기
5월의 실행이 전통적으로 5월에
시작한다, 실행의 길이가 9킬로미터 및
927미터의 경사이다..

아드레날린 컵
네 선수 팀의 첫째 분이 리사 산꼭대기에
달린다 (16킬로미터 및 1445미터의
경사). 둘째 분이 오스트라비체의
운동장 가지 패러글라이드으로 날아야
된다 (5,5킬로미터 및 900미터의 경사).
셋째는 산악자전거로 리사 산까지
올라가야 된고 (34킬로미터 및 1400
미터의 경사) 마지막 분이 오스트라비체
강의 과격한 급류를 타야 된다 (5
킬로미터 및 70미터의 경사).

리사 산

리사 산의 야간 통과로

1323미터

아디다스 – 콘티넨털 베스키디 일곱

6월의 야간 행진 리사 산- Velký
Javorník 50킬로미터를 재고 2 346
미터의 경사를 가진다.

전설의 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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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키디 여왕“이 거의 50만 매년의
하이킹에 있어서 체코에 가장 관광으로
만나는 장소중에 하나이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넓은
주변에 – 좋은 날씨에 타트리의 꼭대기
가지 잊을 수 없는 보기로 보상한다.

숙박을 위해 혁신한 베즈루치의 산장을
사용할 수 있음. 900미터의 경사에
있어서 오락의 관광 옆에 여기어 여러
아드레날린 및 지속성 행사를 조직하는
선수로 좋아하는 산이다.

리사 산에 울트라 스키 마라톤 -체코의
챔피언전
첫 공식적인 스키 러닝과 체코의 챔피언전.
경주가 69킬로미터 긴 및 4018미터의 경사- 리사
산꼭대기에 네배로 올라가야 됨. 경주가 6월에
개최된다.

베스키디 산의 통과로 익스트림 경주.
전체 공화국을 열광시키를 경이적인
경주가
트리지네츠에
시작하고
Frenštát p. Radhoštěm에 끝난다.
거의 100킬로미터 긴 „순례“예 약 3000
명 이상 대담한 사람들이 참가한다.
경주가 9월에 개최된다.

베스키디의 지속성 익스트림
선수들이 기한 안에 5개의 베스키디
꼭대기를 돌아가야 된다. 첫 꼭대기의
이름을 시작에 이후의 각에서 다른
꼭대기의 이름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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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켓볼

+420 558 629 802
www.jinysvet.cz

프리덱-미스텍,

비치발리볼

+420 558 638 754
www.aquapark-olesna.cz

T. G. Masaryka 503

프리덱-미스텍,
Olešná 댐

3개의 스쿼시 코트

비치발리볼

+420 737 238 715
www.squashstorm.cz

프리덱-미스텍,
Křižíkova 1377

3개의 스쿼시 코트
+420 558 439 684
www.kotelna.net
Frýdlant n. O.
Hamernická 233

+420 599 520 261

프리덱-미스텍,
Baška 댐
6 개의 클레이 코트
3개의 내부 코트
+420 777 280 008
www.prestige-tenis.cz

프리덱-미스텍,

B. 스메타나 과수원

4 개의 배드민턴
코트
+420 777 280 008
www.prestige-tenis.cz

프리덱-미스텍,

+420 558 482 020
www.tenispoint.cz

프리덱-미스텍,

여름 & 실내 워터
파크, 웰빙과 휴식

프리덱-미스텍,
Pionýrů 2069

+420 603 166 697
www.prosper-golf.cz
Čeladná 741

손수레

에어소프트
12객실

18 홀짜리 골프
코스

+420 608 779 169
www.motokaryfm.cz

프리덱-미스텍,
17. listopadu

손수레 PS Kart
+420 603 517 006
www.pskart.cz
Albrechtičky 34

B. 스메타나 과수원

Hutní 36

인라인스케이팅, 배
드민턴, 탁구,
활주로 촬영

9 개의 클레이 코트
4 개의 내부 코트

손수레 Go Kart

4 개의 클레이 코트

사륜차
2 개의 폐회로

+420 558 439 684
www.hala-polarka.cz

프리덱-미스텍,
Na Příkopě 3210

체육관, 스피닝
웰빙과 휴식
+420 558 629 800
www.fitpoint.cz

프리덱-미스텍,
T. G. Masaryka 503

체육관, 심장 존,
웰빙과 휴식
+420 724 033 533
www.b-fitness.cz

프리덱-미스텍,

8. pěšího pluku 1975

체육관, 심장 존,
웰빙과 휴식

+420 721 170 066
www.btk.webnode.cz
Frýdlant n. O.,
Sportovní 1
+420 736 161 448
www.stare-mesto.cz

+420 604 298 030
www.frenkart.cz
Trojanovice 60

S. Město
P. Břehy 438

+420 777 307 736
ctyrkolkystramberk.wz.cz
스트람베르크,
Dolní 863

4 개의 클레이 코트

싱글 트라이얼 빌라

프리덱-미스텍,

+420 608 975 813
www.tenislr.cz

프리덱-미스텍,
Olbrachtova 3540

3킬로미터 약간 어려움
2,1 킬로미터 중간 어려움
+420 602 632 145
www.singletrailsbila.cz
Bílá 173

+420 604 926 926

프리덱-미스텍,

프리덱-미스텍,
Nad Přehradou

Na Hrázi 2138
Olešná 댐

25미터 긴 실내 수
영장

2x 18 홀짜리 골
프 코스

+420 558 421 218

+420 737 456 772
www.bunkr59.cz

프리덱-미스텍,

+420 724 907 913
www.ostravice-golf.cz
Ostravice 75

페인트볼 프리덱미스텍, 야외 장

18 홀짜리 골프
코스

Pod školou

+420 777 143 118
www.paintballfm.cz

프리덱-미스텍,
페인트볼 엘리트
+420 732 273 560
www.paintballelite.cz
Krmelín, Příčná cesta

관광 비행
낙하산 훈련

+420 777 000 494
www.akfrydlant.cz
Frýdlant n. O. - 공항

관광 비행
파일럿 작업 해
보기

+420 778 074 778
www.pilotemnazkousku.cz
Mošnov 403 - 공항

9 홀짜리 골프 코
스

+420 732 241 322
www.golfhukvaldy.cz
Hukvaldy, H. Sklenov 74

승마 클럽 Sviadnov
파쿠르, 훈련, 말 타기
+420 777 645 535
www.jksviadnov.cz
프리덱-미스텍,
Pod Štandlem 413

Skalický 안뜰
말 임대, 말 타기
+420 602 708 697
www.skalickydvur.cz

프리덱-미스텍,
Skalice 77

프리덱-미스텍,

+420 725 950 950
www.horyshora.cz

리사 산

+420 777 144 244
www.painthorse.cz
Kozlovice 928

탠덤 패러글라이딩
열패러글라이딩

경마장Bravantice
말의 경마장

Křižíkova 1377

Dobrá 961

활강

활강

3,1 킬로미토 긴 스키장
+420 556 835 993
www.skialpin.cz
Trojanovice 477

5,5 킬로미토 긴 스키장
+420 558 690 163
www.skibila.cz
Bílá 173

탠덤 패러글라이딩
자유 및 모터 비행

+420 737 208 892
www.beskydgolf.com
Ropice 415

외발 롤러스케이
트 하강
6킬로미터
+420 724 448 874
www.kolobezky.eu
Pustevny-Ráztoka

+420 558 439 684
www.kotelna.net
Frýdlant n. O.

보트 임대

4 개의 인공 잔디
코트
+420 725 505 205
www.sportrelaxclub.cz

체육관, 심장 존,
웰빙과 휴식

+420 558 638 754
www.aquapark-olesna.cz

Panské Nové Dvory

+420 737 238 715
www.squashstorm.cz

프리덱-미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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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의 클레이 코
트

인라인스케이팅
트랙
4,5킬로미터 긴 4
미터 넓은 회로
프리덱-미스텍,
Olešná 댐
오스트라비체와
모라브카 강을 따
라
인라인 및 자전
거길

+420 777 311 661
www.chciletat.cz
Javorový, Ondřejník

페이트 말 목장
웨스턴 승마

+420 596 918 082
www.hipodrom-central.cz
Bravantice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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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프리덱-미스텍까지 올로모우츠와 체스키테신
방향으로 국재R48 또는 오스트라바 방향에서
R56도를 이용해 차로 편하게 올 수 있다. 도시
중심의 두 역사적인 센터 근처에 최대 1300
대가 수용가능한 여려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다. 평일 오전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
8시부터 정오까지 주차 할 경우 한 시간에
20CZK이다.
레오시 야나체크의 국제 공항은 프리덱미스텍에서
약
15분
떨어진Mošnov에
위치하고 있다. 프라하- Mošnov 정기 항로가
평일 운항된다. 런던 및 파리의 연결편되 주중
이용가능하다. Frýdlant n. Ostravicí 위치한
국내 공개 공항은 민항기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리덱-미스텍까지
기차를
이용하려면
오스트라바에서 지역 기차로 갈아타야
한다. 올로모우츠에서 레기온제트 급행
열차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익스프레스로
올로모우츠와프리덱-미스텍
연결하 는
스튜던트 에이전시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프리덱-미스텍 안에 만 타면 요금은
일반적으로 50-150CZK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중 교통은 시내 중심 과 교외를 연결하는
21라인으로 구성된다. 프리덱-미스텍의 티켓
요금은 10CZK이다.
택시 요금은 14-20CZK/ km 정도이다..
공항에서 프리덱-미스텍 센터까지 요금은 약
320CZK이다.

					
버스 터미널
					
스투덴트 에이전시
				
스키 버스 & 자전거 버스
			

전화:

레오시 야나체크의 공항, Mošnov

전화:

철도역

국내선 공항, Frýdlant n. O.

				
				

FM택시
톱 택시
HC 렌터카
PK 렌터카
버짓 렌터카
유럽카 렌터카

				
					

					
					
					
					

병원 Frýdek-Místek
종합 진료소 Frýdek-Místek

					
				

전화: +420 972 752 102
전화: +420 558 432 515
전화: +420 558 434 649

+420 558 646 888

+420 597 471 136
전화: +420 558 677 616

전화: +420 800 700 555
전화: +420 800 229 999
전화: +420 36 673 702
전화: +420 774 710 454

+420 597 471 196
전화: +420 591 001 600
전화:

전화: +420 558 415 111
전화:

+420 558 900 111

Frýdek-Místek		
전화: +420 558 646 888
베스키디 정보 센터

82

83

Prosper golf resort Čeladná

A place where you want to come back again!
World well-known golf resort,
the host of the PGA European Tour in 2009, 2010 and 2011,
two master 18-hole golf courses with the top-class background,
pleasant and quiet environment in the Restaurant Golf,
horse-riding trips in Prosper Golf Ranch.
Come and experience it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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