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료 € 8,00 - 할인 요금 € 4,00

입장료 €13,00 - 할인 요금 € 7,00

입장료 €17,00 - 할인 요금 € 9,00

성당 

두오모 박물관 + 산고타르도(SAN GOTTARDO) 교회 

두오모 박물관 + 산고타르도(SAN GOTTARDO) 교회 

두오모 박물관 + 산고타르도(SAN GOTTARDO) 교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테라스

고고학적유물 구역 

성당 

도보를 이용한 테라스

고고학적유물 구역 

성당 

고고학적유물 구역 

컴바인드 티켓
검증 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단일 액세스

테라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뉴멘털 콤플렉스

   무료입장(서류 필요): 최대 6세 의 아동 ‒ 장애인 및 도우미가 있는 사람 ‒ 군복을 착용한 군인(패스트트랙 없음) ‒ 
투어 가이드 이용 가능. 무료 티켓은 매표소에서 제공합니다.

티켓은 환불 불가입니다.
티켓을 소지하십시오. 출구에서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테라스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입장 시간, 방문자의 길, 숍 및 매표소 이용 일정은 특별 예배 시, 현지 당국 또는 치안당국의 통지 시, 
VENERANDA FABBRICA DEL DUOMO DI MILANO의 필요에 따라 또는 기상 악화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할인 요금 (증명서 제시): 어린이 6 - 11세, 종교 / 학생 단체 입장
수요일에는 휴관합니다.

일반 티켓

할인 요금 € 7,00
입장료 € 14,00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테라스

할인 요금 € 5,00
입장료 € 10,00도보를 이용한 테라스

입장료 € 3,00
할인 요금 € 2,00

성당

입장료 € 3,00
할인 요금 € 1,00박물관  + 산고타르도 교회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매일 오전 9시 – 오후 7시

매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수요일 휴관

고고학적유물 구역

성당  

테라스

박물관 +
산고타르도 교회

시간표

최종 티켓은 마감 시간 60분 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마지막 입장은 마감 시간 50분 전까지입니다
최종 운영시간은 마감 시간 30분 전까지입니다

Duomo Infopoint Piazza Duomo 14/A
+39 027202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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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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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MO PASS STAIRS

+
+

CULTURE PASS

DUOMO PASS LIFT

+

+

+

DUOMO DI MILANO

www.duomomilano.it - info@duomomilano.it

OFFICIAL APP
“DUOMOMIL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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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uomomilano.it - info@duomomilano.it

모뉴멘탈 콤플렉스

모든 유형의 물체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 소지품에 주의하십시오.

성당 테라스박물관 

LASER GLASS
vetro DRONE

입구에서 티켓 확인을 빨리 
받으려면 주머니에 있는 금속 
물체를 비워 두시고 가방과 
백팩을 열어주십시오.

복장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매표소에서 겉옷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규칙을 숙독하십시오.

2,50 €

테라스

251개 계단

45,00 mt
30,00 mt 1° 레벨

엘리베이터

2° 레벨

테라스에서부터 관람이 시작됩니다

패스트 트랙 패스 또는 두오모 패스 
티켓을 소지하신 분은 발코니에서 
성당으로 곧장 입장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하물 보관소

박물관

목회 상담

오디오 가이드

고고학적유물 구역

기도하는 교인 구역

두오모 숍

화장실

TOURIST OFFICE CITY OF MILAN

WI-FI

두오모 박물관
산고타르도(SAN GOTTARDO) 교회

계단

북쪽 엘리베이터 남쪽 엘리베이터

테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