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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VIA IN 
GENERAL
라트비아 개요

라트비아는 새하얀 모래로 가득한 아름다운 해변과 울

창하고 광대한 숲들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대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나라입니다. 라트비아에는 북유

럽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원과 현대적인 대도시 모

두에 걸쳐, 평화로운 삶의 리듬,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

들, 안전한 삶의 환경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발

트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라트비아는 예로부터 동서

를 잇는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의 교차로로써 기능

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여러 국

가들의 전통들이 합쳐지며 세계 어디에도 찾을 수 없

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트비아는 다

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문화역사적 유

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라트비아의 유산은 유일무이

한 독특함과 독창성을 지닙니다. 라트비아에서 느긋한 

휴양을 즐기면서 주변을 세심히 관찰해보세요. 여러분

의 가슴과 영혼을 기쁨으로 뛰게 할 여러 가지를 발견

하게 될 것 입니다.

여러분을 라트비아로 초대합니다!

Latvian National Opera House

Old town of Riga

Old town of Riga, Riga City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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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에 관한 사실 l

FACTS 
ABOUT
LATVIA

위치 | 북유럽의 발트해 동쪽 해안 연안

영토 | 64.589 km²

인접국가 |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벨라루스, 스웨덴(발트해를 사이에 둠)

인구 | 200만명 (프랑스 파리와 비슷)

인구밀도 | 31명/km² 
             유럽에서 가장 쾌적한 인구밀도

수도 | 리가(Riga) 
           ( 발트 3국 최대의 도시,
        북유럽에서 2번째로 큰 도시)

공식언어 | 라트비아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고유 언어)

기후 |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

숲 | 국토의 54%의 풍성한 숲으로 이뤄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

자연보호 | 633개의 자연보호 지역이며, 이 중 336
개는 “Natura 2000 (유럽연합 자연보호 지역 네트워
크)” 에 포함되어 있음

해안 | 500km의 새하얀 모래 해변으로 이루어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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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에 관한 사실 II

FACTS 
ABOUT
LATVIA

정치, 정부 |

·라트비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 의회가 투표로 선출하여 

   4년의 임기를 가짐

·의회(SAEIMA)는 4년 마다 열리는 총선에서 선출된   

   1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됨

·총리는 정부의 수반으로 총리와 내각은 의회

   (SAEIMA)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국제관계 |

·라트비아는 2004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이고, 2014년부터  

   유로존(EURO ZONE) 국가임

·라트비아는 솅겐(Schengen)조약 회원국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180일 동안

   최대 90일까지 비자(Visa) 없이 체류할 수 있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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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역사

Art Nouveau architecture in Riga

현대 라트비아인의 직계 선조는 기원전 2000년 전 현

재 라트비아 영토에 정착한 최초의 발트인들입니다. 

라트비아가 지닌 독특하고도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 때

문에 라트비아의 영토는 13세기에는 독일 십자군, 16

세기에는 폴란드, 18세기에는 스웨덴과 제정 러시아 

등에 의해 침략당하고 지배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20

세기에 들어서 공산당 혁명으로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를 틈타 드디어 1918년에 독립을 선포하며 라트비아 

공화국을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중, 나

찌독일에 점령되고, 다시 스탈린의 소비에트 군대에 

의해 점령당한 후 부터는 소비에트 지배 하에 있는 불

행한 역사를 경헙하였습니다. 1991년 라트비아는 소

비에트연방을 탈퇴하며, 2차세계대전 전의 라트비아 

공화국을 재건하며 친서방정책을 펼쳤고, 2004년에

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 가입, 

2014년에는 유로존에 합류하였습니다. 현재 라트비

아는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공화국으로서, 고

유의 언어와 문화,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Art Nouveau architecture in Riga

Art Nouveau architecture in Riga

Riga Dome Cathed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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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는 매우 독특하고도 특별한 지정학적, 문화

적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선진 

경제와 러시아 및 아시아의 신흥 시장을 대상으로 하

는 비즈니스를 위해 최상의 전략적 로케이팅(Locating)

을 제공합니다. 라트비아는 북유럽 최대의 항구인 벤

츠필스(Ventspils), 리가(Riga), 리에파야(Liepaja)를 지

니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세계무역기구(WTO), 쉥겐

(Schengen)조약 및 유로존(Euro Zone)의 구성원입니

다. 라트비아 경제의 네 가지 토대는 농업, 화학, 물류 

및 임업입니다. 또 다른 우수 산업분야는 섬유, 식품

가공, 기계생산과 환경기술입니다. 라트비아의 리가국

제공항은 발트 3국에서 가장 큰 공항으로, 70개 노선 

이상의 국제 직항 도착지로서, 이 지역 모든 항공편의 

3분의 2 가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럽중앙은행(ECB)은 라트비아가 2018년까

지 최소 4%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

고 있습니다.

ECONOMICS
경제

Latvian National flag and Freedom monument

공식통화 | 유로

국민총생산(GDP) | 24조 580억 유로 

(2014년 기준 / 유럽연합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율)

주요산업 | 임업, 기계산업, 교통산업(육상/해상),

    물류산업, 정보통신산업, 금융업, 관광업 

국가신용등급 (2015년 2월)

   피치(Fitch) | A- (안정적 전망)

   무디스(Moody’ s) | A3 (안정적 전망)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Poor’ s) | A- (안정적 전망)

Night view of Riga

Latvian Nationa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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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는 다양한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

트비아에는 울창하고 광대한 숲, 넓은 늪지대와 푸른 

목초지, 500km나 되는 새하얀 모래 해변, 셀 수 없이 

많은 호수들과 그림같은 강들이 존재합니다. 4개의 국

립공원, 42개의 자연공원, 4개의 자연보호 구역, 1개

의 생물보호 구역, 2개의 역사적인 식물원은 라트비

아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라트비아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수많은 오솔길과 망루들, 다양

한 테마의 야외 공원들이 있습니다. 승마, 장애물 트

랙, 스키, 요트, 페인트볼, 골프, 오리엔티어링 등은 라

트비아 자연을 느끼고자 하는 이들이 온 마음으로 만

족스럽게 즐길 수 있는 야외 활동들입니다.

Seashore of Riga gulf 

NATURE
자연

Turaida castle

Walkway along Gauja river

Cesis castle



21

라트비아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있

습니다. 이는 라트비아를 둘러싼 다이나믹한 국제정치

뿐 아니라 동서를 잇는 주요 무역로로서 기능하는 와

중에 다양하고도 풍부한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받았

기 때문입니다. 라트비아의 문화적 특징은 북유럽 특유

의 전통 목공예와 건축양식, 중세와 근대를 거치며 형

성된  오묘한 아르누보 건축물들, 2만명이 동시에 합

창하는 세계 최고 규모의 Song and Dance Festival (

노래와 댄스 페스티벌),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클래

식 음악과 오페라 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

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도 리가의 구시가지

(OId Riga), 수 많은 중세의 성과 궁전, 영주들의 대저

택, 성당 등을 통해 정신과 영혼을 맑게 환기시켜주는 

라트비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독특한 축제들과 

다채로운 계절 행사 등을 즐기세요.

Latvia National 
Song and Dance 

Festival

CULTURE
문화

Riga St. Peter’s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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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의 중앙시장이야말로 여러분을 라트비아 요리 세

계로 이끄는 최고의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

한 지역의 농부들이 생산한 시골 농산물 외에도, 이곳

에서 신선한 빵, 치즈, 훈제 생선, 꿀 등을 구입할 수 있

습니다. 아마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라트비아의 

진정한 맛을 체험하고 싶다면, 특정 지역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라트비아의 음식과 음료를 시도

해보기를 권합니다.

Latvian cheese and beer

CUISINE
음식

Traditional herbs and vegetable souse

Smoked fish

Latvian potatoes with rye bread and 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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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RAVEL
DESTINATIONS
최고의 여행지들

리가의 심장부는 구시가지, 흔히 올드 리가(Old Riga)

라 불리는 구역입니다.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

로 지정된 올드 리가의 자갈길 위에서 한 걸음을 땔 

때마다, 여러분은 이 도시의 800년이 넘는 유구한 역

사와 전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가는 여러분이 집

에서의 느껴왔던 안락함을 선사할 정도로 아담하면서

도, 방대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 유네스코 세계유산

에 흠뻑 빠져 도취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고 풍부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즐겨 보세요!

Old Riga
리가 구시가지

Riga Old town

Three Brother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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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RAVEL
DESTINATIONS
최고의 여행지들

라트비아의 가장 뛰어난 건축물 중 하나는 룬달레

(Rundale) 궁전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18세기 바

로크와 로코코 장식으로 가득한 북유럽 최고의 호화로

운 궁전내부를 감상할 수 있고, 아찔할 만큼 향기로운 

장미 정원과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분수를 즐

길 수 있습니다. 또 쿠를란드 공국(Duchy of Courland)

이 누렸던 여유롭고 호화로운 궁전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의 베르사이유 궁전이라 칭송받고 있

는 룬달레 궁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Rundāle Palace
룬달레 궁전

Rundale palac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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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야 강(Gauja River)의 그림같은 오래된 언덕은 오

랜 세기 전부터 전 세계의 여행자들을 매혹시켜 왔습

니다. 13세기의 투라이다 성(Turaida Castle)은 발트 

지역의 벽돌 고딕 양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독창적이고 

인상적인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가우야(Gauja) 국립공

원에서 여러분은 태고의 자연이 주는 매력 그리고 신

비로운 중세시대로 돌아간 듯한 환상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야외활동의 기회를 일년 내내 

경험할 수 있습니다.

TOP TRAVEL
DESTINATIONS
최고의 여행지들

Gauja
National Park
가우야 국립공원

29

Turaida 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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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르말라는 라트비아에서 가장 유명할 뿐 아니라 발

트3국에서도 가장 큰 해변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

다. 유르말라의 “푸른 깃발”  해변의 하얀 모래사장, 건

강한 소나무 숲의 공기, 광천수, 스파와 헬스 센터들은 

당신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

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 휴가는 유르말라에 오세

요! 이곳이 유럽에서 가장 핫한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휴양도시 유르말라는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부터 

겨우 23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합니다. 약 26km

에 달하는 길고 넓은 해변은 새하얀 석영 모래로 덮여 

있고, 해변의 질과 안전, 편안함(특별한 보호를 필요

Jūrmala
유르말라

TOP TRAVEL
DESTINATIONS
최고의 여행지들

로 하는 이들까지 포함)을 보증하는 “푸른 깃발” 을 가

지고 있습니다. 유르말라 휴양지의 의료 및 재활시설

과 스파 센터는 매년 다양한 종류의 스파, 치유효과가 

있는 광천수, 토탄 머드 등을 제공합니다. 19세기와 20

세기 초의 독특한 목재건축물과 아르누보 양식의 건축

물 그리고 케메리(Kemeri) 국립공원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 또한 유르말라의 자랑입니다. 

유르말라는 가족 모두에게 완벽한 여가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터, 북유

럽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가 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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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시스는 라트비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의심할 여지 없

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체시스 성은 13

세기부터 러시아, 폴란드, 스웨덴 군대와 맞서 싸웠던 

도시와 운명을 함께 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체시스 

성 뿐 아니라 인근의 공원들, 운치있는 중세의 자갈길

들과 친절한 라트비아 사람들이 낭만적인 분위기로 관

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체시스 구시가지는 중세 시대부터 내려오는 자갈길들

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체시스의 자

갈길들은 오래된 건물들의 붉은 타일 지붕, 뒷마당, 세

월을 거치며 겹겹이 보수되어온 파사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체시스 성은 수 세기에 걸친 중세 도시의 역

Cēsis
체시스

TOP TRAVEL
DESTINATIONS
최고의 여행지들

사를 가장 인상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차분한 분위기는 여러분들을 따뜻한 카페로 인도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죠. 매년 이 도시는 축제, 예술과 문

화 공연으로 깨어납니다. 또한, 체시스의 겨울은 도시 

근처에서 활동적인 레포츠를 즐기며 신나는 시간을 보

내려는 스키 애호가들과 겨울 스포츠 팬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안겨줍니다.

체시스에서 8km가 거의 되지 않는 거리에, 아라이시 

호수(Araisi Lake) 인근에는 훨씬 오래된 거주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호수 가운데의 작은 섬에서 우리는 

20개 이상의 청동기 시대 주거 가옥들을 찾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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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디가는 언제나 시인들과 화가들에 의해 감탄과 칭송

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쿠르제메(Kurzeme) 지역의 

매력적인 작은 도시인 쿨디가. 이곳의 붉은 기와, 차분

한 분위기는 골목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하고 싶게 만

듭니다. 또한, 넓은 하늘 아래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영

화를 볼 수도 있죠. 쿨디가를 방문하세요! 유럽에서 가

장 핫한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쿠를란드 공국 (Duchy of Courland)의 수도였던 쿨디

가의 역사적 건축물과 자연환경은 유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 냅

니다. 쿨디가의 중심가는 17-18세기에 만들어진 오래

된 목조가옥과 작고 좁은 길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

Kuldīga
쿨디가

TOP TRAVEL
DESTINATIONS
최고의 여행지들

습니다. 동시에, 구시가지의 건축물들은 작은 알렉수피

테 강(Aleksupite River)을 따라 제방을 형성하고 있습

니다. 쿨디가의 그림같은 벽돌 다리는 유럽에서 가장 

긴 벽돌 다리 중 하나입니다.

쿨디가는 또한 유럽에서 가장 넓은 폭포인 폭 249m

의 벤타스 룸바(Ventas Rumba)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곳의 봄과 가을에는, 산란기의 물고기 떼들이 폭포를 

건너기 위해 물 위로 뛰어오르는 특별한 장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라트비아 여행에서 얻

을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사진을 쿨디가에서 찍으실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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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Pilsrundale, Rundales pagasts, Rundales novads, 

LV-3921

전화 | +371 63962274, +371 63962197

이메일 | rundale@rundale.net

홈페이지 | www.rundale.net

영업시간 | (5월 - 10월) 매일 10:00 - 18:00 / (11월 - 4월) 

10:00 - 17:00

언어 |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위경도 | 56.414616, 24.025383

주소 | Ratslaukums 6, Riga, LV-1050

전화 | +371 67037900

이메일 | info@rigatic.lv 

홈페이지 | www.liveriga.com

영업시간 | (5월 - 9월) 매일 09:00 - 19:00 / (10월 - 4월) 매일 

10:00 - 18:00

언어 |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프

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위경도 | 56.947140, 24.107105

자동차 | 리가 주차 정보는 www.rigassatiksme.lv, www.euro-

park.lv 에서 확인 가능

대중교통 | 버스, 트롤리버스, 트램 스케줄 정보는 www.rigassa-

tiksme.lv, 시외버스 스케줄 정보는 www.autoosta.lv, 기차 스케

줄 정보는 www.ldz.lv 에서 확인 가능

축제정보 | 6월, 리가 오페라 페스티벌 / 8월, 리가 페스티벌 / 11월, 

“스타로 리가(Staro Riga)” 빛 축제 /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Rundāle Palace
룬달레 궁전 여행정보센터

Old Riga
리가 여행정보센터

주소 | Springu iela 2, Ligatne, Ligatnes Novads, LV-4110

전화 | +371 64153169, +371 29189707

이메일 | info@visitligatne.lv

홈페이지 | www.visitligatne.lv

영업시간 | (5월 - 9월) 매일 09:00 - 18:00 / (10월 - 4월) 매

일 09:00 - 17:00

언어 |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영어

위경도 | 57.232929, 25.038416

자동차 | 리가에서 A2도로로 65km Augsligtane까지, 이후 

V283도로로 6km 리가트네까지.

기차 | “Riga-Valga”, “Riga-Cesis”, “Riga-Valmiera” 기차

에서 리가트네 역 하차. 1시간 20분 소요. 기차 스케줄 정보는 

www.ldz.lv 에서 확인 가능

버스 | “Rigas SAO-Cesu AO” 버스에서 리가트네 역 하차.    

1시간 2분 소요. 버스 스케줄 정보는 www.autoosta.lv / 이후 

“Augsligatne-Gaujasmala”, “Augsligatne-Skalupes” 

20분 - 30분 소요. 버스 스케줄 정보는 www.visitligatne.lv

자동차 | 리가에서 A7도로로 67km Bauska까지, 이후 P103도

로로 12km Pilsrundale까지.

버스 | “Rigas SAO-Bauskas AO” 1시간 10분 - 1시간 30분 

소요, 이후 “Bauskas AO-Pilsrundale” 15분 소요. 버스 스케

줄 정보는 www.autoosta.lv 에서 확인 가능

축제정보 | 5월, Mezotne Hillfort 페스티벌 / 7월, 이른 음악 축

제 & Bauska 컨트리뮤직 페스티벌

Gauja 
National Park
가우야 국립공원 여행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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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Pils laukums 9, Cesis, Cesu novads, LV-4101

전화 | +371 642185, +371 28318318

유르말라 여행정보센터

주소 | Liens iela 5, Majori, Jurmala, LV-2015

전화 | +371 67147900

이메일 | info@jurmala.lv

홈페이지 | www.tourism.jurmala.lv

영업시간 | 월 09:00 - 18:00 / 화 - 금 09:00 - 17:00 / 토 

10:00 - 17:00 / 일 10:00 - 15:00

언어 |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위경도 | 56.971153, 23.799639

자동차 | 리가에서 A10도로로 23km 유르말라 분기점까지. 유

르말라 자동차 출입 허가는 www.tourism.jurmala.lv

기차 | “Riga-Tukums”, “Riga-Sloka”, “Riga-Dubulti”, 

“Riga-Kemeri” 25분 - 60분 소요. 유르말라의 기차 정착역

은 Priedaine, Lielupe, Bulduri, Dzintari, Majori, Dubulti, 

Jaundubulti, Pumpuri, Melluzi, Asari, Vaivari, Sloka, 

Kudra, Kemeri. 기차 스케줄 정보는 www.ldz.lv 에서 확인 

가능

배 | 하계 시즌(5월 - 9월)에는 리가 중심지에서부터 유르말라 

Majori까지 “New Way” 모터모트로 이동 가능. 배 스케줄 정

보는 www.pei-kapteina.lv 에서 확인 가능

축제정보 | 5월, 유르말라 여름 휴양지 시즌 개막 / 7월, 조마

스(Jomas) 거리 축제 & 케마리(Kemari) 국립공원의 박쥐의 

밤 / 8월, 하계 국제 음악 페스티벌

Cēsis
체시스 여행정보센터

Jūrmala
유르말라 여행정보센터

주소 | Banzicas iela 5, Kuldiga, Kuldigas novads, LV-

3301

전화 | +371 63322259, +371 29334403

이메일 | tourinfo@kuldiga.lv

홈페이지 | www.visitkuldigal.lv

업무시간 | 월 - 금 09:00 - 17:00

언어 |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위경도 | 56.968594, 21.971016

자동차 | 리가에서 A10도로로 75km 쿤다바(Kundava) 분기

점까지, 이후 P130도로로 64km로 쿤다바까지.

버스 | “Rigas SAO-Kuldigas AO” 2시간 30분 - 3시간40분 

소요. 버스 스케줄 정보는 www.autoosta.lv 에서 확인 가능

축제정보 | 5월, 쿨디바의 자전거의 낮과 밤 / 7월, 쿨디가 축

제 (로맨스와 사랑의 도시)

이메일 | info@cesis.lv

홈페이지 | www.tourism.cesis.lv

영업시간 | (5월-9월) 매일 10:00 - 18:00 / (10월 - 4월) 

화 - 토 10:00 - 17:00, 일 10:00 - 16:00

언어 |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위경도 | 57.313393, 25.272346

자동차 | 리가에서 A2도로로 79km 체시스 분기점까지,

이후 P20도로로 체시스까지.

버스 | “Rigas SAO-Cesu AO” 1시간 45분 - 2시간 40분 소

요. 버스 스케줄 정보는 www.autoosta.lv 에서 확인 가능

기차 | “Riga-Cesis” 혹은 “Riga-Vlaga”에서 Cesis역 하차. 

1시간 15분 소요. 기차 스케줄 정보는 www.ldz.lv 에서 확인 

가능

축제정보 | 5월, 체시스의 리보니안(Livonian) 축제 / 7 - 8월, 

체시스 아트 페스티벌 / 8월, 체시스 성의 역사영화제

Kuldīga
쿨디가 여행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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