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태델 박물관

슈태델 박물관은1815년 프랑크푸르트의 은행가이자 사업가였던 프리드리히 슈태델
에 의해 시민재단으로 설립되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박물관 재단으
로 간주됩니다. 우리 박물관의 콜렉션은 한 지붕 아래에 14세기 초부터 르네상스, 바
로크, 고전적 모더니즘을 거쳐 현대예술에 이르기까지 700년 유럽 예술사에 대해 거
의 빈틈없는 개요를 제공합니다.

콜렉션은 총 약 3000 점의 미술품, 600 개의 조각품, 4000 점 이상의 사진과 100000 
점 이상의 스케치와 그래픽을 포함합니다. 루카스 크라나하, 알브레히트 뒤러, 산드
로 보티첼리, 렘브란트 반 라인, 얀 페르메르, 클로드 모네, 파블로 피카소,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 막스 벡크만, 알베르토 쟈코메티, 프란시스 베이콘, 게르하르트 
리히터, 볼프강 틸만스 혹은 이자 겐츠켄과 같은 에술가들의 걸작품들이 정점을 이룹
니다.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수 많은 특별전과 광범위한 연결 프로그램은 하
우스 프로필의 특징입니다. 관리 및 행사 방식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은 연구와 독자적
인 활동을 위한 공간들  뿐만 아니라 예술 체험을 위해 박물관의 물리적인 경계를 넘
어선 멀티미디어의 제공까지도 가능하게 합니다. 박물관 방문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경
험과 감동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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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슈태델박물관
샤우마인카이 71, 60596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Schaumainkai 71, 60596 Frankfurt am Main),
전화 +49(0)69-605098-200, 팩스 +49(0)69-605098-112, info@staedemuseum.de,  
www.staedelmuseum.de
입장권 예매: tickets.staedelmuseum.de

개관시간
화, 수, 토,일   10.00–18.00시
목, 금   10.00–21.00시
월요일은 휴무.
특별 개관 시간에 대한 정보는 www.staedelmuseum.de

입장료
14 유로, 할인 12 유로, 가족 입장권 24 유로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입장
슈태델 박물관의 모든 입장권은 모든 특별전을 포함하여 유효합니다.

행사 및 개별 안내
예약: 전화+49(0)69-605098-200또는 info@staedelmuseum.de
안내는 사전 예약에 따라 독일어, 영어, 불어, 네덜란드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일어
로 가능.

박물관 내 무료 와이파이 사용  
우리는 모든 방문객에게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고객님의 모바일
을 와이파이 „StaedelMuseum“과 연결하여 우리의 디지털 연결과 함께 풍성함을 누
리십시오. 비밀번호 입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도서실과 미디어텍
풍부한 도서들와 전시 기록들이 있어 개개인이나 그룹, 또는 학급들을 보고서나 집중
적인 연구를 위한 강독으로 초대합니다.
화, 수, 금 10.00–17.00시, 목 10.00–20.00시

그래픽 콜렉션 연구홀
방문자를 위한 스케치와 인쇄 그래픽 견본.
수, 금 14.00–17.00시, 목 14.00–19.00시

박물관 숍과 카페
예술, 건축 및 디자인 테마와 관련하여 박물관 숍은 다양한 책과 선물용 상품을 제공
합니다. 일부 상품들은 온라인 숍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 숍: 전화 +49(0)69-605098-230
museumsshop@staedelmuseum.de
카페: 전화 +49(0)69-605098-197
화, 수, 토, 일 10.00–18.00시
목, 금 10.00–21.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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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내
지하철(U-Bahn) U1, U2, U3, U8(슈바이쩌 광장, Schweizer Platz), 전차(Straßenbahn) 
15,16 (오토 한 광장, Otto-Hahn-Platz), 버스 46(슈테델, Städel), 도보: 중앙역에서 홀
바인슈텍(Holbeinsteg)을 경유하여 약  15분.

문턱 없는 장소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방문자나 유모차를 가진 방문객을 위해 슈태델박물관은 엘리
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뒤
러슈트라쎄, Dürerstraße).

Follow Städel!

팁
영어와 독일어로 된 무료 슈태델 앱은 박물관 방문 시 이상적인 동반자입니다. 콜렉
션의 하이라이트를 발견하세요!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슈태델 박물관, 특별전들, 행사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독일어, 영어로 된 웹사이트 www.staedelmuseum.de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700년 예술: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의 슈태델 박물관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들 중 하나입니다. 7500 평방미터에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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