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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rovnik – Mljet- Korčula – Lastovo

Dubrovnik – Koločep – Lopud – Šipan

Dubrovnik – Mljet – Korčula – Hvar –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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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축법

크로아티아(Croatia)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관광 
명소인 두브로브니크(Dubrovnik)의 웅장한 성벽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념비적인 요새 중 하나입니다. 
이 요새의 건축은 8세기에 시작되었고, 시와 공화국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던 15세기와 16세기 동안 
가장 대단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뛰어난 건축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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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브로브니크(Dubrovnik)의 외교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건축물은 16개의 탑과 3개의 요새 그리고 6개의 
보루로 길이와 높이가 각각 1,940m,  22m 입니다. 이 
성벽들은 웅장한 해안과 가파른 절벽 위에 위치하여 모든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15세기 포트 민체타(FORT MINČETA)의 건설 당시 돌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을 가져와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르출라(Korčula) 마을은 중세도시의 가장 잘 보존된 
예들 중 하나로 거리들이 물고기 뼈처럼 배열되어 있고 
거대한 벽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질서한 
공기흐름과 강풍 그리고 수많은 공격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독특한 도시 규칙입니다.

14세기 펠리샤츠(Pelješac) 반도의 스톤(Ston) 지역은 
두브로브니크(Dubrovnik) 공화국이 소유하게 되며, 스톤
(Ston)과 리틀스톤(Little Ston)을 성벽으로 연결하는 
건설을 계획합니다. 그 목적은 국민과 당시 두브로브니크
(Dubrovnik) 공화국의 큰 이익원이었던 "화이트 골드"
라고 불리던 소금 공장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길이가 5.5km로, 스톤(Ston) 벽은 40개의 탑과 5개의 
요새로 보강되었습니다. 

이 성벽은 중국의 만리장성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보존된 요새입니다.



수세기 동안 만들어진 문화 이야기

두브로브니크 리비에라(Dubrovnik Riviera)는 풍부한 
물질적 유산 외에도 가치있고 다양한 무형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모레츠카(Moreška)의 펜싱 게임은 12세기 스페인의 
마우라 망명 축전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중해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약 400년 전에 코르출라
(Korčula)섬이 뿌리를 내렸고 그로 인해 세계 고유의 
문화적 현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상적인 춤 
동작과 음악, 의상 그리고 형상화들로 코르출라(Korčula)
의 정체성과 크로아티아(Croatia) 세계주의 반영에 
일부가 되었습니다.

성 블레이즈(ST. BLAISE)의 축제는 2009
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록되었습니다.

코르출라(Korčula)섬의 다른 마을들에는 쿰파니야
(Kumpanija)라는 전통 춤이 있습니다. 이 춤을 추는 
댄서들은 전통 의상과 검을 착용하고 라이브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두브로브니크(Dubrovnik)의 서쪽 해안에서 유래된 린조
(Linđo)라는 춤은 크로아티아의 독특한 전통춤 중의 
하나입니다. 이 춤은 밴드 주위로 원을 형성하는 혼성 
댄서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밴드의 리더는 보통 특유의 
재치있는 말투로 그들에게 한 춤 동작에서 다른 동작으로 
전환하라고 외칩니다.

이 지역의 문화 유산으로는 성 블레이즈(St. Blaise) 축제, 
모레츠카(Moreska), 린조(Lindo), 코나블레(Konavle)

의 자수, 라스토보(Lastovo)의 포클라드(Poklad) 풍습이 
있습니다.

두브로브니크(Dubrovnik)의 오랜 역사와 전통은 
공예가와 금세공인들의 뛰어난 기술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두브로브니크(Dubrovnik)
의 전통적인 금과 은의 보석류는 언제나 사람들을 
매혹시키며 그것이 만들어지는 특유의 방법과 모든 패션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보편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Rechine"이나 "puce"는 분명 평생 기억에 남을 멋진 
보석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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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 된 두브로브니크
(Dubrovnik)의 수호성인의 영광을 위한 퍼레이드 성 
블레이즈(St. Blaise)의 축제에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손바닥 위에서 도시를 옮긴다는 성 블레이즈의(St. 
Blaise) 동상은 두브로브니크(Dubrovnik) 도시의 벽과 
입구를 지키고있으며, 이전통적인 축제는 문화 유산을 
영적인 차원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육지와 바다의 풍부한 삶
두브로브니크(Dubrovnik) 지역은 종류도 다양한 
상록수와 소나무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 의해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포도밭과 감귤류 
과일의 재배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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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같이 아름다운 지중해는 다양한 동물들의 고향이며, 
아드리아 해에는 셀 수 없이 풍부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굴과 홍합, 게와 문어에서부터 해초, 
생선류 는 미식가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라스토보(Lastovo)섬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것은 이 섬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뛰어난 경관, 
또한 울창한 숲과 비옥한 들판은 수많은 희귀 생물의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70% 정도가 바다 
지역인데, 다양한 산호들의 아름다움과 약 150 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물고기로 매우 유명합니다. 어부들은 
그 중에서도 게의 왕인 바닷가재를 잡았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믈레트(Mljet)섬에는 알레포 소나무, 돌 소나무, 오크 나무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야생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Croatia)섬의 가장 비옥한 서쪽 지역은 
1960년 최초의 아드리아 국립 공원으로 보호되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생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커먼 스위프트(COMMON SWIFT)라는 새는 세계 
모든 조류 중 가장 빠르고 공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두브로브니크(DUBROVNIK)의 
보호동물 중 하나입니다.



모험가를 기다리는 매혹적인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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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의 전 지역에는 육지 또는 해상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래프팅, 스쿠버다이빙, 씨 
워킹, 오프로드 사파리 탐험 또는 낚시, 새 관찰, 과일 
농장 체험 등이 있습니다. 유일한 고민거리는 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될 것 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추천입니다.

카약킹은 두브로브니크(Dubrovnik) 해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바다에서 카약킹을 
하며 두브로브니크(Dubrovnik)의 멋진 성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약킹을 하는 동안 들러보아야 할 
아름다움 곳들 중 하나는 베티나(Betina) 동굴로 이 곳은 
두브로브니크(Dubrovnik)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평화와 고요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펠리샤츠(Pelješac)의 올리브 숲과 포도밭 그리고 믈레트
(Mljet)섬의 산책 또는 사이클링 코스인 숲이 우거진 
소금호수 말로(Malo)와 벨리코(Veliko) 주변, 그리고 
코나블레(Konavle) 마을의 바친(Baćin) 호수와 네레트바
(Neretva)강 유역을 따라 그림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 그리고 류타(Ljuta)강가에 있는 공장과 
함께 테마가 있는 두브로브니크(Dubrovnik) 서해안의 
묘석이나 펠리샤츠(Pelješac)에 있는 나폴레옹의 길은 
그들의 고혹적인 자연과 역사적 아름다운 매력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곳의 들쑥날쑥한 해안과 수 많은 섬에서는 기상 조건이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평화로운 항해를 하며 바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엘라피티(Elafiti)섬과 더불어 믈레트
(Mljet) 군도는 안전한 정박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보트를 빌리거나 보트여행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펠리샤츠(Pelješac)의 서쪽 지역은 이상적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윈드 서핑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이며, 카이트 서퍼들은 종종 3km의 얕은 만과 
따뜻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네레트바(Neretva)강의 
삼각주를 방문합니다.

이 지역에서 카약킹과 세일링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돌고래와 참치 무리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지중해 최고의 별미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지중해식 식단은 이 
지역 전체 요리법의 기본입니다. 특히 네레트바(Neretva)
강 근처에는 장어나 개구리요리를 포함한  맛있는 
야생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수많은 식당과 주점들이 
즐비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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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목적지는 스톤(Ston) 입니다. 이곳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인 신선한 굴과 
홍합 그리고 바닷가에서 갓 구워낸 생선요리가 있습니다.

좋은 와인은 좋은 음식과 잘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코마르노(Komarno)와 펠리샤츠(Pelješac) 
반도의 딩가츠(Dingač)와 포스툽(Postup) 그리고 플라박 
말리(Plavac Mali) 의 레드 와인은 크로아티아(Croatia)
에서 가장 훌륭한 와인들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화이트 
와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Malvasija dubrovačka”
가 재생산 되기 시작한 코나블레(Konavle)나 포십(Pošip)
의 다양한 현지 품종을 즐길 수 있는 코르출라(Korčula)
섬을 추천합니다.

믈레트(Mljet), 시판(Šipan), 로풋(Lopud) 그리고 콜로셉
(Koločep)섬에서는 건어물이나 해산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두브로브니크(Dubrovnik)와 
코나블레(Konavle) 지역의 식당과 주점에서는 프로슈토 
또는 올리브 오일에 담군 치즈와 그린 스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별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코르출라(KORCHULA)는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와인 생산을 했던 전통을 자랑합니다.



네레트바 – 삶의 오아시스

네레트바(Neretva)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수많은 예술가와 여행자들, 그리고 모든 
주민들에게 또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네레트바(Neretva)강 유역은 크로아티아(Croatia)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한 곳이며 
이 나라의 유일한 삼각주입니다. 또한 아직 유럽에 남아 있는 몇몇 지역 중 나일강과 포강 
다음으로 지중해의 세 번째로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비옥한 토양과 지중해성 기후 
조건으로 농업을 활발히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덕분에 맛있는 감귤류 과일, 수박, 토마토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은 전 지역적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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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ĆINA LAKES 

NARONA MUSEUM 

그림처럼 아름다운 바친(Baćin) 호수는 작은 호수들이 
만나 모인 호수입니다. 수많은 독특한 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한 이곳은 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들러야하는 명소입니다.
메트코빅(Metković) 근처의 나로나(Narona) 박물관은 
1995~1996년에 17개의 대리석 조각상과 함께 발견된 
로마 신전 유적지였던 장소에 지어졌습니다.
네레트바(Neretva)강 고유의 보트 마라톤은 아마추어 
스포츠 경주입니다. 메트코빅(Metkovich)에서 
시작하여 플로체(Ploche)에서 끝나는 이 경주의 트랙은 
총 22.500m로 크로아티아(Croatia)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이벤트입니다.

BOAT VESSEL MAR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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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제트 – 영원한 봄의 섬

경사진 소금 호수 벨리코(Veliko)와 말로(Malo)
는 믈레트(Mljet) 국립공원의 유일무이한 자연 
현상입니다. 이 소금 호수는 30m 길이와 0.5m 
깊이의 운하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벨리코
(Veliko) 호수를 바다로 연결하는 자연적인 해협은 
인공적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나무가 울창한 아드리아(Adriatic)섬은 동식물들을 탐험하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또한 이 
곳은 한때 오디세우스(Odysseus)를 매혹시켰던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믈레트(Mljet)의 최고 명소는 벨리코(Veliko) 호수의 
남쪽에 위치한 그림 같은 성 매리(St. Mary) 섬으로 
12세기에 지어진 성 매리(St. Mary)의 교회와 
베네딕틴(Benedictine) 수도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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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플루나라(Saplunara) 자연 보호구역을 특징 짓는 
것은 특유의 초목 환경과 인근 블래스(Blace)의 “라군
(lagoon)” 까지 쭉 뻩어있는 이국적인 모래사장입니다.
가장 크면서 안전한 폴라체(Polače)의 항구에는 아드리아
(Adriatic)해 에서 (풀라(Pula)의 아레나(Arena)와 스플릿
(Split)의 Diocletian's 궁전 다음) 세 번째로 가장 잘 
보존되어온 기념물인 온천이 있는 로마궁전이 있습니다.
천장이 내려앉은 동굴로 유명한 오디세우스(Odysseus)
의 동굴은 수영을 해서 가거나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오디세우스(Odysseus)의 배가 
이곳에서 난파되고 7년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과 
그의 아내를 그리워 했다고 합니다.
이 섬은 풍부한 숲 외에도, 수많은 고유종들과 무려 25
종의 각기 다른 난초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하루종일 믈레트(Mljet)의 마법과 같은 분위기를 만끽한 
후에는 이 섬에 있는 음식점에서 이 지역의 진미를 즐기는 
것 또한 매우 즐거운 일이될 것 입니다.

BLACE

ROMAN PALACE

ODYSSEY’S CAVE 



코르출라 – 보석같은 흰 바위섬
영원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코르출라(Korčula)섬에서 그 초현실적인 풍경과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에 매료되어 보십시오.

수백 년 된 석기 가공 전통으로 코르출라(Korčula) 마을은 
대부분 플로렌타인(Florentine)과 르네상스(Renaissance) 
그리고 바로크(Baroque) 양식의 현지 공예가들에 의해 
화려하게 건축되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박물관과도 같은 
이 곳의 특징으로는 위대한 여행자인 마르코 폴로의 생가를 
포함한 흥미로운 길 거리, 광장, 성벽과 교회들 그리고 궁전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위와 자갈이 많은 프로이즈드(Proizd)섬의 북쪽은 
특히나 아름답습니다. 이 곳의 물 색깔은 아름다운 
청록색이며 일광욕을 하기에 적격인 매끄러운 흰 
바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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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A SPILA

ST. MARK’S CATHEDRAL

펍나티(Pupnati) 항구는 코르출라(Korčula) 마을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곳은 푸르른 
지중해의 초목들로 둘러싸여 있고 만 바닥에 있는 
자갈 해변은 아드리아 해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벨라 스필라(Vela spila)라는 동굴은 벨라 루카(Vela 
Luka)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선사시대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이 동굴에는 
초기 석기시대 즉, 기원전 20,000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 비잔틴 등 
많은 사람들이 이 동굴을 사용해 왔습니다.
코르출라(Korčula)의 수호성인인 성 마르크(St. Mark) 
대성당은 종교적 삶의 중심이며 구시가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르네상스 기념물입니다. 이 
대성당은 15세기와 16세기 현지 최고의 건축가와 
이탈리아 건축가에 의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라임 나무 대로는 1911년에 지어졌고 블라토(Blato)의 
메인 거리를 따라 뻗어 있습니다. 이 대로의 길이는 약 
1Km이며, 베를린(Berlin)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가로수 길입니다.

LINDEN WALKWAY 
PUPNAT HAR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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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토보 – 크리스탈 별의 섬
크로아티아(Croatia)에 있는 이 섬은 고대 로마인들에게 황제의 섬이라고 불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자연공원으로 정해진 이 곳은 말로 형용할 수 조차 없는 아름다움의 섬이자 고요의 
오아시스라고도 불립니다.

수많은 해변이 있는 자연 그대로의 해안과 
바다까지 펼쳐진 푸른 초목들 그리고 맑은 
바닷물은 그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라스토보(Lastovo)의 섬들은 본토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어 조금의 오염도 없으며, 이 섬들에서는 
로맨스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싶어 하는 
환상적인 밤 하늘의 풍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집의 특이한 굴뚝들은 라스토보
(Lastovo)의 파노라마 전망에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섬 전역의 특히 오래된 집들 중에서 똑같은 굴뚝이 
있는 집을 찾는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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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HOUSE STRUGA

로빈슨 크루소 같은 진정한 여행자라면 라스토보
(Lastovo)의 유명한 등대들을 방문하는 것을 잊지 
않을것입니다. (라스토보(Lastovo) 동쪽 작은 섬의 
글라바타(Glavata),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가파른 
바위의 수샥(Sušac), 히든(Hidden) 항구 입구의 스트루가
(Struga).
라스토보(Lastovo)의 포클라드(poklad)은 크로아티아
(Croatia) 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풍습 중 
하나이며 1390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어
(Moor)족들이 이 섬을 포위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 독특함으로 인해 크로아티아
(Croatia) 공화국의 보호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수많은 만과 함께 들쑥날쑥한 해안선과 절벽, 
물고기 떼, 아름다움을 지닌 다도해인 라스토브냐치
(Lastovnjaci) 의 모든 것이 다이버들에게 진정한 수중 
낙원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록 비옐락(Rock Bijelac)
은 아드리아 남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장소로 
알려져있습니다.

LASTOVO CARN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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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쟈크 – 훌륭한 와인의 제국
방문객들은 드넓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 숲 풍경 그리고 청록빛의 골짜기와 달마시안
(Dalmatian) 전통 요리에 시각과 미각 모두를 사로잡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펠리샤츠(Pelješac)의 주요 명소로 꼽히는 곳들은 
아름다운 자갈과 모래 해변,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소나무 그늘입니다.

비간(Viganj) 근방의 펠리샤츠(Pelješac) 해협의 가장 
좁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모든 서퍼들에게 꿈의 
서핑 조건입니다.

딩가츠(Dingač)는 펠리샤츠(Pelješac) 
반도의 남쪽에 있는 신이 내린 와인 제조지 
입니다. 이 곳은 수세기 동안 완벽한 기후와 
토질로 가장 유명한 크로아티아(Croatia) 
와인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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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은 고대의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스톤(Ston) 마을의 
유명한 소금 공장에서 현재까지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오레비치(Orebić) 마을은 뱃 사람들의 
전통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뱃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가족들과 해사 박물관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섬의 북쪽, 가장 높은 언덕이자 가장 인기있는 
하이킹 장소인 성 엘리야스(St. Elias)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레비치(Orebić) 위쪽에 위치한 프란치스칸
(Franciscan) 수도원과 천사 성모 교회는 코츠출라
(Korčula), 믈레트(Mljet), 라스토보(Lastovo) 섬의 잊을 
수 없는 풍경이 될 것 입니다.

OREBIĆ STON SAL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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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브로브니크 – 아드리아 해의 진주

많은 사람들이 두브로브니크(Dubrovnik)의 
성곽에 있는 성문과 해안 위로 솟아오른 돌로 
만들어진 강력한 방어막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고대 도시 두브로브니크(Dubrovnik)의 보물, 박물관 및 풍부한 문화 유산에 대해 알거나 
방문하고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현지인과 전 세계의 여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산책로는 스타라둔(Stradun)입니다. 이 
곳을 걷다보면 렉토(Orlando) 궁전, 성 블레이즈
(St. Blaise) 교회, 스폰자(Sponza) 궁전, 올랜도
(Orlando)의 기둥, 오노프리오(Onofrio) 분수 같은 
역사적인 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라둔
(Stradun)은 ‘왕좌의 게임’ 에서부터, ‘스타워즈’, ‘
로빈 후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화와 시리즈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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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브로브니크(Dubrovnik) 해안의 경비대인 엘라피티
(Elaphiti)섬이나 디어(Deer)군도는 두브로브니크
(Dubrovnik)시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oločep, Lopud, Šipan and 
Jakljan….)
차브타트(Cavtat)는 숲이 우거진 랫(Rat) 반도의 언덕에 
위치한 오래된 마을이며, 두브로브니크(Dubrovnik) 
공화국의 시대부터 건물들의 매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특별한 지역은 수천 년 된 도시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트리스테노 아르보레툼(Trsteno Arboretum)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목원이고 아드리아 해안에 있는 
유일한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안에는 1736년 로마 신 
넵튠(Neptune)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바로크 분수가 
있습니다.
두브로브니크 리비에라(Dubrovnik Riviera)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아시스 중 하나는 두브로브니크(Dubrovnik)
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주파 베이(Župa Bay)이며 이 곳 
다섯 개의 마을 (Kupari, Srebreno, Mlini, Soline and 
Plat)에는 아름다운 자갈 해변과 숨겨진 베이, 산책로와 
호텔들이 있습니다.

KOLOČEP

CAVTAT

ARBORETUM 

ML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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