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arp travel

 TEL : 847-759-8813 FAX : 847-759-8825

1615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일자 지역 시간 세  부   일   정 식사

USA 미국내 각도시에서 출발

(출발시간 및 항공편은 상이 합니다)

1일차 FRA 프랑크푸르트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중: 한식

프랑크푸르트 ※ 프랑크푸르트 도착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 항공으로 예약 진행 바랍니다.  석: 호텔식

※ 일찍 도착 하시는 분들은 10시 도착 고객까지 미팅 후 행사 진행 하는점 양해 바랍니다.

※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니 환전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로 이동 (약 2시간 30분 소요)

독일의 풍취가 아름다운 알자스 와인가도의 시작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관광

노틀담 대성당 관광 - 1225년경에서 1439년까지 무려 200년 까까운 시간에 걸쳐서 건축 

아름다운 중세 마을 쁘띠 프랑스 (La Petite France) 관광

중식 후 리크위르로 이동 (약 30분 소요)

리크위르 리크위르 관광 - 동부 알자스 지역의 작은 마을로 질 좋은 포도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뮐르즈 으로 이동

뮐르즈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약 1시간 40분 소요)

※ 숙박도시는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일차 베른 호텔 조식 후 베른으로 이동 (2시간 30분 소요) 조: 호텔식

스위스의 수도 아름다운 중세 도시 베른 (Bern) 관광 - 오래된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 건물들, 역사가 중 : 치즈 퐁뒤 (특식)

묻어나는 탑, 독특한 분수 등 베른은 유럽에서도 중세시민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곳 입니다. 석: 현지식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베른(Bern)의 구시가지, 베른 대성당, 죄수의 탑 관광

스위스 핵심 일주 8일 리기산,루체른 체르마트

HOTEL : HOLIDAY INN MULHOUSE 또는 동급



일자 지역 시간 세  부   일   정 식사

관광 후 그뤼에르로 이동(약 1시간 소요)

그뤼에르 치즈로 유명한 산간 마을 그뤼에르 간단관광

그뤼에르 치즈 공장 방문

13세기에 세워진 그뤼에르 성 외부관광 - 리스트(Liszt)의 피아노와 코로의 회화 작품, 에일리언을

디자인한 기거(Giger)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몽트뢰 중식 후 몽트뢰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레만 호숫가의 꿈같은 마을 몽트뢰(Montreux) 관광

시옹성 내부 관람 [레만 호수 변을 간단하게 산책] - 13세기에 지어진 호수 위에 떠있는 중세의 고성

태쉬 태쉬로 이동 (약 2시간30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3일차 태쉬 호텔 조식 후 셔틀 트레인을 타고체르마트로 이동 (약 10분 소요) 조: 호텔식

체르마트 스위스의 명봉, 마테호른에 둘러싸인 차없는 도시 체르마트 (Zermatt) 관광 중: 현지식

석: 현지식

반호프 거리, 성 마우리티우스 성당 관광

마테호른 조망 - BBC가 선정한 '죽기전에 가봐야 할 50곳'에 유일하게 선정된 알프스 봉우리

☞ 고르너그라트 등반 열차 - 스위스 최초의 전기 산악 열차를 타고 고르너그라트 등정 (포함)

중식 후 셔틀트래인을 타고 태쉬로 이동 (약 10분 소요)

태쉬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4일차 호텔 조식 후 루체른으로 이동 (약 3시간30분 소요) 조: 호텔식

루체른 중세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루체른 (Luzern) 관광 - 알프스와 피어발트슈테터 호수를 배경으로 자리잡고 중: 현지식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곳 입니다. 석: 현지식

HOTEL : ELITE  또는 동급

HOTEL : ELITE  또는 동급

스위스 핵심 일주 8일 리기산,루체른 체르마트



일자 지역 시간 세  부   일   정 식사

전사한 용감한 스위스 용병을 기리며 세워진 빈사의 사자상 외부 관광

루체른 구시가지 관광 - 루체른 기차역에서 다리를 건너서 왼 편에 위치한 까펠교의 뒤쪽 거리

산의 여왕 리기산 등정 - 해발 1,800m로, 루체른, 쭉, 라우에르쯔 호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 왕복 5시간의 융프라우(3,454미터)에 비해 2시간 3분 정도의 짧은 등하산 시간으로 알프스의 다양한

매력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2. 해발 1,800 미터의 산으로 고산증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관광 가능합니다. 

3. 등정시에는 케이블, 하산시에는 산악열차! 타 알프스 봉우리보다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케이블카 점검기간에는 왕복 산악열차로 진행됩니다.

루체른 유람선 탑승

중식 후 취리히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취리히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5일차 취리히 호텔 조식 후 조: 호텔식

스위스 상업 금융의 중심지 취리히 관광 - 아름다운 취리히 호수와 리마트 강이 자아내는 목가적 풍경, 중: 특식 - 라클렛

구시가의 중세풍 건물들이 연출하는 고풍스러움을 두루 갖춘 도시입니다. 석: 호텔식

구시가지 및 취리히 호수 관광 -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취리히의 중세 가옥,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길과 길드 및 시청사가 자리하며 세계 수준의 즐길 거리를 위한 매력적인 배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서쪽 끝자락 부분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 취리히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스뮌스터 대성당 관람 - 스위스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로마네스크 성당으로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HOTEL : HOLIDAY INN EXPRESS AFFOLTERN  또는 동급

스위스 핵심 일주 8일 리기산,루체른 체르마트



일자 지역 시간 세  부   일   정 식사

성 피터 교회 관광 - 취리히의 가장 오래된 교구교회로 13세기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거대한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탑에는 문자판이 10m에 달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시계가 붙어 있습니다.

프라우뮌스터 성당 외부 관광 - 취리히를 흐르는 리마트강가에 위치해 있으며, 청록색의 첨탑과 

시계탑, 샤갈의 스테인드글라스가 빛나는 곳 입니다.

취리히의 번화가 반호프슈트라세 관광

샤프하우젠 샤프하우젠으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후 중식

라인강의 유일한 유럽 최대 폭포 라인 폭포 관광

생 갈렌 생 갈렌으로 이동 (약1시간 소요)

스위스 섬유산업의 중심지 생 갈렌 관광

생갈렌 수도원 내부 관람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당, 18세기에 재건된 바로크 양식의

걸작으로 내부에는 화려한 프레스코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생 갈렌 수도원 도서관]

뮐루즈 관광 후 뮐루즈로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6일차 호텔 조식 후 콜마르로 이동 조: 호텔식

콜마르 쁘띠 베니스라 불리는 도시 콜마르 관광 -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모티프가 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중: 현지식

쁘띠 베니스 외부 관광 - 작은 베니스라고 불리는 콜마르의 운하 석: 한식

프랑크푸르트 중식 후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4시간 소요)

독일 시청사, 뢰머광장 관광

 VISIT EURO SHOP (THE SQUARE 24) ADD : AM FLUGHAFEN 60549 FRANKFURT  TEL : 069 6435 52300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프랑크푸르트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조: 호텔식

FRA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후 출발 [ 항공은 오전 11시 이후 출발 스케쥴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

7일차 ※ 공항 샌딩은 1회 진행 합니다. 늦은 비행기는 공항에서 기다리셔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HOTEL : HOLIDAY INN FRANKFURT 또는 동급 

HOTEL : HOLIDAY INN MULHOUSE 또는 동급

스위스 핵심 일주 8일 리기산,루체른 체르마트



       

산의 여왕 리기산 등정, 루체른 호수 유람선 탑승 포함, 시옹성 내부 관람 : 호수 위에 떠있는 듯한 중세성 '시옹성' 내부 관람   

유네스코 유산 생 갈렌 수도원 도서관 관람 :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생 갈렌 수도원 도서관 관람 

그뤼에르 치즈 공장 관광 : 스위스 명물 그뤼에르 치즈 공장 방문, 청정마을 체르마트에서 마테호른 조망 

샤프하우젠 관광 : 유럽 최대의 폭포 '라인폭포'로 유명한 샤프하우젠 관광 

치즈퐁뒤 특식 : 스위스를 대표하는 전통음식, 다양한 현지식 제공 : 스위스 전통 감자전 '뢰스티', 독일식 돈까스 '슈니첼' 등 

라클렛 (스위스 전통요리) : 스위스 전통 음식으로 감자위에 따뜻한 치즈를 얹어 먹는 요리 

숙박비, 식사비, 관광지 입장료, 전용 차량비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EUR 105 (단, 15명 미만시 20~30 유로 추가 지불), 싱글룸 사용료, 선택관광

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 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객실팁, 포터, 테이블팁, 마사지팁 등) 
불포함사항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특전 사항

포함 사항

스위스 핵심 일주 8일 리기산,루체른 체르마트



 TEL : 847-759-8813 FAX : 847-759-8825

1615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