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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조지아에는 특별함과 다양성이 공존합니다. 국토는 작지만 조지
아에서는 코카서스 산맥, 흑해의 해안, 요양에 좋은 기후와 광천수, 국립공원과 유네스코 유산들, 고대의 
역사, 다양한 문화와 전통, 맛있는 요리, 풍요로운 와인 문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조지아 사람들
의 손님을 맞는 친절한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작은 나라지만 세계의 그 어떤 작은 나라보다도 많은 
것을 선사합니다. 과연 조지아는 어떤 곳일까요?

조지아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목에 위치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수천년 동안 무역 상인들과 모험가들이 
역사적인 실크로드를 통해 이 곳을 방문했으며,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유네스코 유산, 문화, 언어, 유적들
에 남겨져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트빌리시 도심의 건축물에서부터 카헤티의 
포도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스바네티의 고대 석조 망루에서
부터 바투미의 해변과 밤의 유흥에 이르기까지, 이곳에는 모
든 이들에게 영감과 즐거움을 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코카서스 산맥에서 스키를 즐기
고 오후에는 흑해 해안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는 
전통 향연에서 맛있는 조지아 요리와 와인을 맛보고 다음 날에
는 천연 사우나와 스파에서 피로를 푸십시오.  

조지아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손님을 맞는 친절한 마음’을 
잘 설명해주는 손님을 환대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조
지아에는 고유의 알파벳과 언어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가 많아 매 순간 놀라움과 즐거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휴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조지아로 오십시오! 인생 최
고의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조지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지아를 여행하면서 느끼게 될 가장 큰 놀라움 중의 하나는 
교회가 매우 많다는 점일 것입니다. 조지아는 세계적으로도 매
우 앞선 서기 337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조
지아 기독교의 역사는 그 보다도 더욱 오래 되었습니다. 

수도 트빌리시 인근에서는 180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인 원시 인류의 유골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신화인 ‘이아손과 아르고호 승무원들의 황
금양피를 찾아 떠나는 모험’은 조지아 사람들이 고지대 계곡에
서의 무거운 금광상 채취에 양피를 이용했던 독특한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조지아는 오랜 세월 동안 왕국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다비드 
왕에서부터 타마르 여왕에 이르기까지의 왕권의 교체와 몽고,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 러시아의 침략에 의한 지배를 거치면
서 국경과 수도가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
의 흔적을 남겼으나, 조지아 고유의 정신과 특성은 여전히 건
재합니다.  

조지아의 역사







조지아에는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
다. 그리고 조지아에 여행을 오거나 거주하게 된다면 조지아 
사람들의 따뜻함과 진심이 깃든 환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전통 향연에서는 놀라울 만큼 맛있는 지역 요리는 물론, 수천
년 동안 조지아에서 생산되어 온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맛보
실 수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500종 이상의 다양한 포도가 재
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세계 무형 문화재의 걸작’으로 평가하였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다성 합창과 전통 춤의 환상적인 음향과 
광경을 감상하지 않고서는 조지아를 제대로 여행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지아에는 건축학적 유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교회와 프레스
코 벽화 걸작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념물도 많습니다.

조지아의 문화



• 최초의 유럽인

조지아에서는 180만년 전의 원시 인류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
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 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현생 인류
의 조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목

두 대륙의 혼재하는 조지아 전역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여러 양
식이 혼합된 건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유럽에서 가장 다양하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

조지아는 국토가 69,700 평방킬로미터인 작은 나라지만 매우 
풍요로운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아열대 습지, 건조지대, 고
산 지대의 초원, 광대한 만년설의 산봉우리가 서로 100킬로미터 
이내에 자리합니다. 40곳 이상의 보호 구역이 있어 사람의 손길
이 닿지 않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고산 마을

스바네티(2,300m)의 우쉬굴리 마을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고
산 마을입니다. 





• 와인의 요람

고고학 조사의 증거에 따르면 조지아의 포도 재배의 역사는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견된 가장 오래된 포도씨는 조지아가 
와인의 발상지임을 증명합니다. 

• 가장 깊은 역사를 지닌 기독교 국가 중 하나

조지아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서기 337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
아들였습니다.

• 고유의 알파벳

세계에는 단지 14개의 고유의 알파벳이 존재하며, 조지아
어는 그 중 하나입니다. 

• 온천과 스파 마을

103곳의 스파 리조트와 2,400곳 이상의 온천은 조지아가 
수천년 동안 스파 생활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날의 수도로 트빌리시가 선정된 것도 천연 유황온천 때문
이었다고 전해지며, 지금은 도시 중심부에도 유황온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점이 지중해의 기후, 그 유명한 조지아 사람
들의 ‘손님을 맞는 친절한 마음’, 그리고 특별한 여행지와 
함께합니다. 조지아에 오셔서 직접 느껴 보십시오!  





볼거리와 즐길거리
작지만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 조지아로의 여행을 제대로 만끽하
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트빌리시 도심을 거닐며 매력적인 건축물과 유럽 카페 
스타일의 문화를 만끽하십시오.

-우쉬굴리에서 홈스테이를 하거나 여러 국립공원 중 한 곳에서 캠핑을 하
십시오. 

-여름에는 코카서스 산맥을 탐험하십시오. 

-카헤티 와인 투어를 통해 수백년의 역사를 지닌 포도밭 아래에서 지역의 
와인을 맛보십시오. 

-담벽의 도시 시기나기를 방문하십시오.

-빙하가 녹은 물이 흐르는 강에서 래프팅을 즐기십시오. 

-신비로운 바르드지아 동굴 도시의 사원에 가보십시오. 

-이메레티의 신비로운 지하 동굴 속의 강에서 배를 타십시오. 

-구다우리, 바쿠리아니, 메스티아 중 한 곳의 리조트에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의 스키를 즐기십시오. 보다 스릴 있는 경험을 하고 싶은 분은 
헬리스킹에 도전해 보십시오. 

-트빌리시 중심부의 온천에서 전통 사우나를 즐기십시오. 

-조지아의 전통 향연 ‘스프라’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귀하의 조지아에서의 시간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게 하
는 수많은 즐거움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행 정보
온 1.5 °C~3 °C입니다.

통화 
조지아의 공식 통화는 조지아 라리이며 
보통 GEL로 표시됩니다. 라리는 100테
트리로 나누어집니다. 1GEL은 0.46유
로 또는 0.60 미달러(2012년 1월 기준)
입니다. 주요 호텔에서는 신용카드를 사
용할 수 있지만, 주요 도시 밖에서는 현
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큰 마을과 도시
에서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전기 
전압  220 Volts, 50 Hz. 조지아 전역에
서 EU 표준 플러그 사용.
통신 

국가 번호는 +995입니다. 트빌리시의 
지역 번호는 322입니다. 조지아 이동통
신 사업자(Geocell, MagtiCom, Beeline)
는 조지아 국토 거의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객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
용할 수 있는 WI-FI 존도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georgia.travel
을 참조해 주십시오.

비자 요건
모든 국적의 방문객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 캐
나다, 한국, 일본, 이스라엘, 유럽 연합 
국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등의 여
권을 소지한 분, 독립국가연합(CIS) 국
가 국적자의 경우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지아 외무
부 웹사이트 www.mfa.gov.ge를 참조해 
주십시오. 

입국 및 출국 방법
항공편: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도시에
서 트빌리시 직항편을 이용할 수 있습
니다. 직항편은 암스테르담, 뮌헨, 리가, 
비엔나, 프랑크푸르트, 프라하, 파리, 바
르샤바, 이스탄불, 도하, 두바이, 텔아비
브, 아테네, 바쿠, 모스크바, 예카테린부
르크, 키에프, 민스크, 알마아타, 아스타
나, 악타우, 테헤란, 우루무치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트빌리시 국제공항과 세계 
주요 도시를 연결해주는 허브 도시입니
다.

육로편: 바쿠, 이스탄불, 앙카라, 트라브
존, 예레반, 아테네에 트빌리시행 버스
가 매일 있습니다. 

열차편: 조지아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
바이잔과 철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
쿠에서는 매일 열차편이 있습니다. 열

차 시각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railway.ge를 참조하십시오. 

선박편: 우크라이나의 일리체브스키
(Ilychevsk)항과 오데사(Odessa)항에
서 매주 조지아행 페리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숙박
트빌리시와 바투미 등의 주요 도시에서
는 모든 종류의 국제 4성 호텔에서부터 
홈스테이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곽 
지역의 숙박 시설은 주로 3성 가족 호텔
로 침대와 조식이 제공되며, 홈스테이도 
가능합니다. 

요리
트빌리시에는 조지아 전통 요리와 국제
적인 요리를 모두 제공하는 훌륭한 레스
토랑이 많으며, 조지아의 그 밖의 지역
의 레스토랑에서는 주로 전통 요리가 제
공됩니다. 

기후 
조지아는 작은 국토에 비해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후를 보입니다. 코카서스 
산맥은 조지아의 기후를 온화하게 하는 
데 많은 역학을 하고 북쪽의 한랭기단이 
조지아로 넘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코카서스 산맥은 남쪽의 고온건조
한 기단이 조지아로 오는 것도 부분적이
나마 막아줍니다.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19 °C~22 °C이며, 겨울철의 평균 기온



후기
‘새로운 장소를 물색 중인 겨울 스포츠 팬이나 시티 브레이커는 조지아(Georgia)을 
한 번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조지아는 유서 깊은 성과 교회가 흩어져 있는 산맥들, 스바네티(Svaneti)와 카즈베
기(Kazbegi),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수도 트빌리시 등 아름다운 도시를 탐방하려
는 점점 더 많은 개별 관광객들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2012 여행 캘린더, The Guardian

‘아직 발견되지 않는 소박하고 경이로운 스키 원더랜드.’
‘2011년에 가 볼만한 41개 명소들’, 뉴욕 타임즈 The New York Times

‘조지아와 조지아의 와인은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것으로 귀하가 기대하는 것이 진기한 
진짜 와인 감정을 체험하는 것이라면 조지아는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Isabelle Legeron, 와인 마스터, Travel Channel(여행 채널) 사회자

‘만일 귀하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면 투쉐티(Tusheti)에는 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코카서스 산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 지역의 마을들은 아찔할 정도로 가파른 경사면에 달라 붙어 있어서 
위험천만해 보이는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지금껏 들어 보지 못했던 최고의 여행 명소 12곳‘, CNN

‘조지아는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며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요리 명승지 중 하나입니다.’
허핑턴 포스트 – 2013년 여행해 볼만한 음식 명소 7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