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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리콘 궁전 박물관 (
페슈테티치 궁전, 마차 전시회, 
사냥 전시회, 역사적 모형 철도 
전시회, 아마존 하우스 관광 
안내소, 종려나무 재배용 온실, 
새 공원)

2. 게오르기콘 농업사 전시회
3. 벌러톤 박물관 
4. 소나무길 
5. 페슈테티치 농업센터 
6. 슈출호프 산책로 
7. 임레 페슈테티치 체험장 
8. 페슈테티치 허브정원과 스프링 

교육용 코스 
9. 페슈테티치 경마 장소
10. 레이디 해밀턴 기념관

11. 성 삼위일체 기념비
12. 교구 교회 내 크리스토프와 

죄르지 페슈테티치의 마지막 
안식처

13. 헬리콘 공원 / 헬리콘 기념관
14. 페슈테티치 묘 [세인트 

니콜라스 묘지]
15. 페슈테티치 전망대
16. 헬리콘 타베르나 / ‘Da Bibere’ 

전시 
17. 칠러그바르(Csillagvár) [스타 

포트] 
18. 타티커(Tátika) 성
19. 레지(Rezi) 성
20. Dég의 페슈테티치 궁전

페슈테티치 유산의 루트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가이드북을 들으며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가문의 역사와 
수 세기에 걸친 이 지역의 발전은 만나볼 만한 다양한 이야기를 

탄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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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슈테티치 유산

저희와 함께 이 지역의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페슈테티치 유산에 대해 알아보세요.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페슈테티치 가문은 현지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벌러톤 호수 주변은 이 가문의 
백작과 공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명소와 관광지로 
가득합니다. 

여러 작은 도시를 방문하는 이 루트를 통
해 페슈테티치 가문의 문화적 유산을 보
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이 가문 구성원들의 삶과 다양한 이력
에 대해 알게 되실 거예요. 가장 잘 알
려진 관광지는 페슈테티치 가문의 이
전 자택이자 견줄 데 없는 도서관도 

있는 케스트헤이의 궁전입니다. 테마가 
있는 루트를 둘러보고 나면 이 가문의 전

설적인 말 떼와 헤비즈 온천, 기타 여러 흥
미로운 장소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루트

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녹음 파
일을 들으시면서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페슈테티치 가문은 200여 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
쳐 헝가리의 정치, 경제, 과학, 문화생활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헤비즈에서 온천 문화
가 시작된 것도, 벌러톤 호수에서 뱃놀이가 개선된 
것도 모두 이들 덕분이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이
들은 유럽의 첫 농업대학인 게오르기콘을 설립했
습니다. 이들의 견줄 데 없는 도서관은 온전히 보존
된 채로 남아있는 헝가리 유일의 귀족 전용 
도서관입니다. 케스트헤이에 있는 궁
전은 이 가문이 과거에 소유했던 자
산의 중심으로, 오늘날에는 헬리
콘 궁전 박물관이 있습니다. 헝
가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궁전은 상설 전시와 정기 문
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
을 맞이합니다. 궁전의 아름
다운 정원은 낭만적인 여행
지입니다. 과거 페슈테티치
의 사유지는 축산업으로 유
명했는데, 이는 케스트헤이
의 게오르기콘에서 농업사 
전시회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스트헤이에 위치
한 벌러톤 호수 박물관에서는 벌
러톤 호수의 동식물 상과 온천 문화, 

현지의 뱃놀이 역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
비즈의 슈출호프(Schulhof) 산책로, 제네슈디아시
의 임레 페슈테티치 체험장, 페슈테티치 허브정원
과 스프링 교육용 코스에 더해 벌러톤죄뢰크(Bala-
tongyörök)의 레이디 해밀턴 기념관은 각각 떼어놓
고 봐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케스트
헤이 페슈테티치 가문의 경마용 말은 유럽 전역에
서 유명했습니다. 이는 페슈테티치 경마 행사의 세
계가 떠오르게 하는 시대입니다. 지도에는 페슈테
티치 가문과 관련이 있고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특
정한 다른 장소들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