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UR NAMETOUR NAMETOUR NAMETOUR NAME    하이라이트하이라이트하이라이트하이라이트    8888박박박박    9999일일일일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 영국 런던 공항 도착하여 짐찾는 곳에서 가이드 미팅  

◆ 런던런던런던런던    (LHR) IN & (LHR) IN & (LHR) IN & (LHR) IN & 로마로마로마로마    (FCO) OUT(FCO) OUT(FCO) OUT(FCO) OUT    

◆ 호텔 : 2인 1실 기준  

◆ 독방 사용료: $50 / 박     

포함포함포함포함    ////    불포함불포함불포함불포함    사항사항사항사항    

◆ 포함: 호텔, 식사, 관광, 한국어 가이드 등 

◆ 불포함 : 가이드 팁 ($10 /일 – CHILD도 같이 적용/INF 제외), 선택관광 비용,  

현지에서의 생수, 개인경비, 여행자 보험 등 

    

DATEDATEDATEDATE    CICICICITYTYTYTY    TRSFTRSFTRSFTRSF    ITINERAYITINERAYITINERAYITINERAY    

제 1 일 뉴 욕  출발 

제 2 일  

런  던 

 

 

 

 

 

 

 

 

LHR  

5:55A 

전용버스 

 

영국공항 도착하여 신사의 도시 런던, 화려한 대영제국의 유산을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돌아 봅니다. 

-로얄 알버트홀 ( Royal Albert Hall ), 하이드 파크 ( Hyde Park ),  버킹검 궁전 

( Buckingham Palace ), 수상관저인 Downing Street, 시내의 최 중심인 Piccadilly 

Circus 등 관광 현지식 중식 후  

계속해서 넬슨 제독을 기념하는 트라팔가 광장 (Trafalgar Square ), 영국의 명물중 

하나인 빅 벤( Big Ben ), 국회 의사당( House of Parliament),웨스트 민스터 사원 

( Westminster Abbey ),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대영 박물관( British Museum ) 

등 관광, 석식 후 호텔 투숙하여 휴식  

JURYS INN HEATHROW or SIMILAR JURYS INN HEATHROW or SIMILAR JURYS INN HEATHROW or SIMILAR JURYS INN HEATHROW or SIMILAR TEL :TEL :TEL :TEL :    + + + + 44444444    (0)(0)(0)(0)208 266 4664 208 266 4664 208 266 4664 208 266 4664     

제 3 일 런  던  

파  리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Waterloo 역으로 이동 고속열차인 Eurostar 를 타고  

해저 터널을 지나 파리 도착  ( 도시락 중식 ) 

파리 시내 관광 - 개선문 ( Arc de Triomphe ), 샹젤리제 거리 ( Avenue de Champs 

Elysees ), 콩코드 광장 ( Place de la Concords ), 에펠 탑 ( Tour Eiffel ), 오페라 

하우스 ( Opera de Paris Garnier ) 세느강변, 예술가의 언덕이라 불리는 몽마르트르 

언덕( Montmartre ), 성심 성당(Basilique de Sacre-Coeur),등 관광,  

한식으로 석식 후 호텔 투숙            

 *OPTIONAL TOUR *OPTIONAL TOUR *OPTIONAL TOUR *OPTIONAL TOUR ––––    에펠에펠에펠에펠    탑과탑과탑과탑과    유람선유람선유람선유람선    (EURO 80.(EURO 80.(EURO 80.(EURO 80.----        P/P)P/P)P/P)P/P)                                

QUALITY DE ROSNY SOUS BOIS or SIMILARQUALITY DE ROSNY SOUS BOIS or SIMILARQUALITY DE ROSNY SOUS BOIS or SIMILARQUALITY DE ROSNY SOUS BOIS or SIMILAR    + 33 (0)1 4+ 33 (0)1 4+ 33 (0)1 4+ 33 (0)1 48 94 33088 94 33088 94 33088 94 3308    

제 4 일 파  리 

 

 

 

 

 

바젤 

루체른 

전용버스 

 

 

 

 

 

TRAIN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중세의 성채로, 프랑스 왕들의 국전으로, 그리고 지난 2세기 

동안 박물관으로 사용된 루브르 궁으로 이동하여  

세계 3대 박물관중 하나인 루브르박물관 ( Musee de Louvre )에서 모나리자, 가나의 

혼인 잔치, 밀로의 비너스등 관람 후  

프랑스 화장품 면세점 쇼핑, 불란서식 중식 – 달팽이 요리를 전식으로 중식  

열차편으로 스위스 바젤로 이동하여  

전용버스와 만나 호텔로 이동. 호텔 CHECK-IN 후 호텔석식  

MOVENPICK EGERKINGEN or SIMILARMOVENPICK EGERKINGEN or SIMILARMOVENPICK EGERKINGEN or SIMILARMOVENPICK EGERKINGEN or SIMILAR: + 41 (0) 62 389 1919 : + 41 (0) 62 389 1919 : + 41 (0) 62 389 1919 : + 41 (0) 62 389 1919  

제 5 일 루체른  

 

 

 

밀라노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스위스의 여러도시 중세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루체른으로 

이동하여 알프스의 영봉 필라투스( Pilatus )에 올라 알프스의 신비 감상 

계속해서 루체른 호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나무다리 카펠교 (Kapellbrucke )   

중식 후 이태리 패션의 도시 밀라노로 이동하여   

스칼라 극장 ( teatro alla Scala ). 두오모 성당 ( Duomo )등 간단한 밀라노 관광  

석식 후 호텔 투숙  

HOLIDAY INN MILAN HOLIDAY INN MILAN HOLIDAY INN MILAN HOLIDAY INN MILAN ----    BICOCCA or SIMILARBICOCCA or SIMILARBICOCCA or SIMILARBICOCCA or SIMILAR+39 +39 +39 +39 02 667102 667102 667102 6671    5000500050005000     

제 6 일 밀라노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마르코 폴로와 베니스 상인의 이야기로 유명한 물과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로 이동하여 중식 후 관광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 ( Piazza di San Marco), 산 마르코 대사원(Basilica Di San Marco), 

탄식의 다리 ( Ponte Dei Sospiri ), 대종탑 등…   

*OPTIONAL TOUR*OPTIONAL TOUR*OPTIONAL TOUR*OPTIONAL TOUR----베니스베니스베니스베니스    곤돌라곤돌라곤돌라곤돌라    (Venetian Gondola) (Venetian Gondola) (Venetian Gondola) (Venetian Gondola) (EURO 60.(EURO 60.(EURO 60.(EURO 60.----        P/P)P/P)P/P)P/P)    

전용버스 MEETING 후 호텔로 이동, 호텔 투숙 및 석식  

JOLLY FERRARA ( DE LA VILLE) or SIMILARJOLLY FERRARA ( DE LA VILLE) or SIMILARJOLLY FERRARA ( DE LA VILLE) or SIMILARJOLLY FERRARA ( DE LA VILLE) or SIMILAR+39 0532 772635+39 0532 772635+39 0532 772635+39 0532 772635 

제 7 일 베네치아 

 

피렌체 

 

 

 

 

 

로  마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피렌체 향발 

피렌체 도착하여 이태리 유명 브랜드 쇼핑 

현지식 중식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셀 수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의 땀과 얼이 서려있는 

르네상스의 발상지 피렌체 시내관광 

꽃의 두오모 대성당 ( Duomo ), 시뇨리아 광장 (Piazza della Signoria ), 산타 크로체 

교회 ( Chiesa di Santa Croce ) 등  

영원의 도시 로마로 이동 

로마 도착 후 오랜만의 한식으로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AIRPORT PALACE or HOTEL AIRPORT PALACE or HOTEL AIRPORT PALACE or HOTEL AIRPORT PALACE or +39 +39 +39 +39 06 569 234106 569 234106 569 234106 569 2341     

제 8 일 로  마 

바티칸 

 

 

 

 

 

 

로 마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바티칸 박물관 관람 

-미켈란젤로의 고뇌와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시스티나 소 성당 ( Cappella Sistina ) 

의 최후의 심판 & 천지 창조, 인간의 말로서는 감히 표현조차 힘든 웅장함과 권위를 

볼 수 있는 세계최대의 베드로 대성당(Basilica di San Pietro), 산 피에트로 광장 

( Piazza San Pietro)방문 

중식 후 영원의 도시 로마 시내 관광 

-진실의 입 ( Bocca della Verita ), 트레비 분수 ( Fontana di Trevi ),  

콜로세움 ( Coloseo ) 외관, 대전차 경기장 등  

힘들지만 감동어린 관광, 석식 후 호텔 귀환 

HOTEL AIRPORT PALACE or HOTEL AIRPORT PALACE or HOTEL AIRPORT PALACE or HOTEL AIRPORT PALACE or +39 +39 +39 +39 06 569 234106 569 234106 569 234106 569 2341 

제 9 일 로  마 

미  국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공항으로 향발 

*  *  *  *  상기상기상기상기    일정은일정은일정은일정은    현지현지현지현지    사정에사정에사정에사정에    따라따라따라따라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음을있음을있음을있음을    양지양지양지양지    하시기하시기하시기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