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 울란바타르 
MONGOLIA

역사의,   조화의,   그리고   환대하는 



대조의   도시

오늘날     울란바타르는     인구    백만명이    넘는    
활기찬     도시이지만,    이     도시에는    수    많은     
전통    텐트    집인    게르와     최신식의     마천루로     
대표되는 몽골     유목의     전통과      현대적인    
사회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몽골     전통 옷을     

입고     가축을     기르는     목동부터    아르마니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까지      다양한     사람과     
계층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바로        울란바타르이다. 



역사의   울란바타르 몽골   인구   절반이   그렇듯,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   
또한   유목의 역사이다.  세계   
최초의  국립   공원인   신성한 산   
-   복드칸   산을   경계로   탁트인   
계곡에   위치한   현재의   장소로   
자리잡기까지   긴350 년동안   20
번동안   수도인   울란바타르의   
자리가   바뀌었다. 



울란바타르는   몽골의   경제,      
정치,   상업의   중심지이자,   
몽골내   어디던지 즐거운   방문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중요   관광    명소들은    울란바타르의    
심장인    징기스칸   광장    근처    
다운타운    가까이에    자리잡고 있다.



인구   백만명이   넘는       
도시  울란바타르의       
밤은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멋지고   훌륭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해줄      것이다. 

울란바타르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근   
몇년간   빠른   속도로   
실내/외   대규모의   상점과   
명품   매장들이   문을   
열고   있다. 

울란바타르는   매   계절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대표적으로는 여름에   가장      
유명한   나담   축제와   겨울     
끝자락에   열리는   차강   사르   
(설날)가   있다. 

화합의    울란바타르

Events and Festivals Hero city night-out 

Shopping 



환대하는    울란바타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있다시피       
유목민들은   방문객들을   매우   
환대한다.   울란바타르에도   그   전통이   
이어저   당신의   방문을       유목민들을 
대표하는   도시로써   매우   환영한다. 
당신이   묵는곳이   럭셔리한   호텔이던,   
전통의   게르이던,      게스트하우스이건   
모든   방문객을은       울란바타르의   
친절을   볼수   있다. 
울란바타르에는   많은   식당들이   
존재하며,   당신의   미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통   또는   모던한   식당과   
유럽/   아시아   식당들,   그리고   작은   
까페부터   근사한   레스토랑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란바타르
관광부

울란바타르   관광부   (Unlaanbaatar City Tourism Department - 
UCTD) 는   울란바타르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여행자들이    
울란바타르   체류   기간동안   여행   만족을   높히려   최선을   
다하는   몽골   정부   기관이다.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여행관계   부서와 관계자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주소: Chingeltei District, Baga Toiruu 15, Ulaanbaatar 
Business Develpment Center 1st floor.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웹사이트: www.tourism.ub.gov.mn
여행   정보   전화: 976-70108687

Ulaanbaatar Official visitor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