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

19

West Broadway, Vancouver, BC V5Y 1P1 ◊

연락처 : 밴쿠버 604. 876. 6646
이메일 :

웹사이트 :

북미 무료전화 1. 888. 876. 6646

hello@daihantravel.com ◊

www.daihantravel.com

한국 070. 8672. 6646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daihantravel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대한여행사

런던에서 파리, 스위스, &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 7박8일 미니 서유럽 투어!
가격표

성인

학생 ( 만 16 세 - 29 세 )

아동 ( 만 3 세 - 15 세 )

소아 ( 만 2 세까지)

$1550 US + 항 공 권

1인

미국 서부 인기 관광명소 완전일주 – 영국 런던(1일), 프랑스 파리(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스위스 루체른, 스위스

주요
투어 코스

인터라켄(1일), 스위스 융프라우(2일), 이탈리아 밀라노(1일)

패키지

차량; 호텔; 식사; 가이드; 유로스타 및 T.G.V. 비용

포함내역

•

[손님 거주지역 -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to be confirmed) 왕복 항공권] : 저희 대한여행사로 문의 주시면 최저가로 항공권을
예약 해드립니다!

불포함사항

• 가이드 + 기사팁 ( €15/1일/1인) 및 각종팁 (호텔) : 만 24개월 이상 공통적용
• 선택관광 비용 : 모든 선택관광 비용은 현장에서 유로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여행자보험

• 유럽은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산 문화 탐방 여행입니다. 걷는 일정이 있고, 고르지 못한 길도 있으므로

개인준비물

편한 신발 을 준비 해주 세요.

투어 특식

•

프랑스 파리 : 프랑스 정통 레스토랑에서 에스까르고 (파리특선 달팽이 요리) 쇠고기 부르기뇽, 디저트 제공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원도시의 조그만 한국식당에서 건강 비빕밥

•

이탈리아 밀라노 : 샐러드와 라구 스파게티 (해물 스파게티), 마르게리따 피자의 전식과, 밀라네제 돈 까스 메인디쉬
제철과일 후식

•

하단 투어 일정은 현지 사정, 천재지변, & 불가항력으로 의해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인 과실에 의한 소지품 분실 및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중품 및 현금 등의 분실
사고와 개인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격에는 선택관광 비용 및 가이드/기사/식당/호텔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단 패키지 포함/불포함
사항을 참고 해주세요.

주의사항

•

소아(24개월 미만)는 식사가 제공 되지 않습니다.

•

모든 호텔 건물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흡연 적발 시 1000불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단에 명시된 본 투어 일정은 현지도로 및 기후 등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다소 변경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발일이 임박하여 예약하실 경우는 여행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예약취소/환불에 관한 규정은 이곳을 클릭하여 저희 대한여행사 여행상품 진행약관을 참조해주세요.

일정표

• 7월11일, 25일 / 8월8일, 22일 / 9월5일, 12일, 19일 / 10월3일, 10일, 17일 / 11월7일 / 12월20일

출발일

• 출발일 & 출발 미팅장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화 및 카톡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출발일 및 하단 투어 일정은 현지 도로 및 기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출발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 세부 미팅 장소는 투어 예약시에 개별 통지 해드립니다.

미팅 장소

일자

1일차

세부일정

•

각 손님 거주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유럽의 첫 관문인 영국 런던행 비행기 탑승 - 투어 출발시간 3
시간전에는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주세요!

식사 제공

기내식

1. 투어출발 미팅장소(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or TBA)에 집결, 현지가이드 및 인솔자와 미팅 후 출발해서 런던
시내에 도착
2. 여왕님의 집 버킹검 궁전 외관과, 영국의회의 상징 빅벤 시계탑 외관 관광
2일차

점심: 현지식

3. 역대왕들의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웨스트 민스터 사원 외관 관광 후 낭만의 템즈강변 타워 브릿지 관광
4.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호텔

저녁: 한식

Hilton London Heathrow Airport Terminal 5 혹은 동급

1. 아침식사 (뷔페) 후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런던 대영 박물관으로 출발.
2.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대영박물관에서 웅장한 그리스 신전을 연상케 하는 박물관
외관과, 이집트 미라, 람세스 2세의 석상, 고대문자가 쓰인 로제타석 등을 감상. - 관람실의 사정에 따라
관람 작품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3. 중세시대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식당에서 점심식사
4. 세인트 판크라스 유로스타 역으로 이동하여 오후 2시경 출발하는 영국-프랑스 해협의 해저터널을
통과하는 초 고속열차인 유로스타에 탑승하여 멋과 예술의 도시 파리로 이동

아침: 호텔식

5. 파리 북역 도착 후 정겨운 한식으로 저녁식사
3일차

6. (선택관광을 안하실 경우) 인솔자와 함께 호텔로 이동후 개별휴식/자유시간

점심: 현지식
저녁: 한식

•

선택관광

낭만의 세느강 유람선 및 에펠탑 전망관광 : €90/1인

•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2층 전망대에 올라가 파리의 모든 모습을 한 눈에 내려다보며 평생에

기억에 남을 사진을 찍어보고, 세느강으로 이동.
• 유럽 전역에 최고의 야경으로 알려진 세느강의 야경을 대형유람선을타고서 관람

호텔

Hyatt Regency Paris - Charles de Gaulle 혹은 동급

1. 아침식사 (호텔 뷔페) 후 베르사이유로 이동
2. 루이13세와 태양왕 루이14세가 프랑스 최고의 화가, 건축가, 조각가를 동원하여 지은 화려함의 극치인
베르사이유 궁전 (Palais de Versailles) 관람 - 베르사이유 궁전은 가이드가 입구까지 동행해서
입장권구입에 관한 도움과 한국어를 포함한 각국언어가 지원되는 언어단말기를 렌트해 드리기에
베르사이유 궁전을 보다 편리하게 관람할수 있습니다.
3. 파리 시내로 귀환후, 파리의 명물 먹거리 달팽이 요리 전채, 뷔르기뇽 소고기 의 특식으로 점심식사
4. 세계 3대 박물관 중의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을 전문 가이드와 함께 역사와 예술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관람.

4일차

5. 개선문, 샹들리제, 콩코드 광장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파리 시내 관광. - 당시 교통사정이 덜 복잡하고 투어
팀의 시간 스케쥴이 잘 맞으면 보너스 관광도 가능합니다.

아침: 호텔식
점심: 현지식

6. (선택관광을 안하실 경우) 인솔자와 함께 호텔로 이동후 개별휴식/자유시간
7. 한식으로 저녁식사

저녁: 한식

8. 저녁식사후 휴식/자유시간

•

선택관광

리도쇼 또는 물랑루즈쇼 관람 : €180-200/1인 6명이상 시 진행

• 세계 3대 쇼 중의 하나인 파리의 리도쇼, 또는 가장 프랑스적이며 여성적인 프랜치 캉캉춤의

발상지인 물랑루즈쇼를 감상

호텔

Hyatt Regency Paris - Charles de Gaulle 혹은 동급

1. 호텔에서 Box Breakfast 픽업 후
2. 초고속열차 TGV에 탑승하여 약 2시간30분의 구간에서 한 폭의 유채화같은 프랑스전원의 경치를
감상하며 휴식
3.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알자스 지방의 스트라스 부르그 역 도착
4. 대기하고있는 버스에 짐을 싣고,
5. “꽃보다 할배 1탄”에 소개되었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쁘띠프랑스”를 거닐며 시간이 멈추어 버린듯한
중세의유럽을 산책
6. 쿠덴베르그 광장에 도착하여 금속활자의 의미를 설명듣고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타나는
“스트라스부르그 대성당” 관람
5일차

7. 한식으로 점심식사
8. 스위스를 향하여 이동 : 스위스 - 루체른 (Lucerne)
9. 스위스 용병의 감동적인 영혼이 새겨져있는 빈사의 사자상 감상

아침: 호텔식
점심: 현지식
저녁: 현지식

10. 아름다운 백조들과 함께 1333년에 만들어진 유럽 최초의 목조다리 카펠교 등 루체른에서 자유시간
11. 알프스를 향해들어가서 동화속 같은 풍경속의 산장 마을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
12. 호텔 체크인 후 스위스 호텔식으로 품위있는 저녁식사
13. 저녁식사후 휴식/자유시간

호텔

Jugendstil Hotel Paxmontana 혹은 동급

1. 알프스에서 맞는 상쾌한 아침, 가벼운 산책후 스위스식 뷔페로 아침식사
2. 해발 1007미터 부르닉 고개의 알프스 경치를 감상하며
3. 융푸라우의 베이스 캠프 인터라켄 도착 - 스위스 인터라켄 (Interlaken)
4. 정갈한 한식으로 간단한 점심식사 후, 산악열차 편으로 유럽 최고봉 융프라우 등정

6일차

5. 얼음동굴과 스핑크스 전망대에서 알레취 빙하등 알프스의 장엄한 정경 감상 — 스위스에서 가장 빠른
엘레베이터를 타고 108m를 순식간에 올라가 스핑크스 전망대를 둘러보고, 신기한 얼음동굴도 거닐어
보고, 해발 3454m에서 맛보는 신라면과 스위스 핫 쵸콜렛은 깜짝 놀랄 가격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것입니다.
6.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호텔로 이동

아침: 호텔식
점심: 현지식
저녁: 현지식

7. 호텔 체크인 후 저녁식사
8. 휴식/자유시간

호텔

Jugendstil Hotel Paxmontana 혹은 동급

1. 기상후 여유있는 아침식사
2. 가이드 미팅후 호텔 출발
3. 이탈리아 국경 통과,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 (Milan) 도착

7일차

4. 점심식사 후 밀라노 관광 - 전세계 성악가들의 꿈의 무대, 오페라 하우스 스칼라극장 외관 관광, 백색
대리석의 향연 두오모 고딕성당 외관 관광,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쇼핑몰 관광 (2시간)

아침: 호텔식
점심: 현지식

5. 밀라노 관광후,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인 사랑의 도시 베로나로 이동
6. 세계 3대 로마 원형 경기장인 아레나 극장 외관 관광 및 줄리엣의 생가 관광
7. 저녁식사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호텔

8일차

Best Western CTC Hotel Verona 혹은 동급

1. 아침식사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탑승수속
2. 각 손님 거주지역으로 출발

저녁: 현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