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ur 4 : 프랑스(파리, 베르사이유,  몽블랑 에귀 뒤 미디 (Aiguille du Midi  전망대 3,842m)
스위스(제네바)
11 August 2019~14 August 2019 (3박 4일) Coach Tour.

 투어요금:  1  인 EUR 845 (성인 20명이상기준).
어린이(11  세미만) 요금:  어린이는  성인  2         인과함께같은방을     쓰실경우의가격입니다.

    어린이침대사용안함 EUR 510,   침대사용함 EUR 690.

포함: 관광버스 47~50인승(프랑스,스위스도로통행료/파리체크포인트/스위스터널통과비),  호텔 4star(2
인 1실) 호텔조식, 식사(3회), 내부입장료(루브르박물관,  베르사이유궁전내부,   세느강바또무슈유람선, 

 몽블랑케이블카),  한국인가이드(Through Guide), (파리 Local English Guide).

 불포함: 자유식식사(4회), 호텔 1인 1  실사용(1  박에 45유로),   식사시물음료수.

 출발 : Willingen  에서 8  월 11  일 14시,
 도착 :  프랑크푸르트 21:00~22:00.

날짜 도시  일정

1일차
11/
AUG(일)

 
Willingen

Paris

Willingen - Paris France 692km (8시간소요)

 출발Willingen 14:00,
 파리로이동

     이동중휴게소에서저녁식사자유식

  파리도착 22:00~23:00.

호텔: Paris Hotel 4 Star.
Best Western Plus Paris Velizy 또는 Mercure Paris Velizy  또는 Holiday inn 
Paris  또는동급.

식사:  석식자유식

2일차 12/
AUG(월) Paris

Paris City Tour 

    호텔조식후출발 8:00.
 루브르박물관(  내부입장 9:15), 퐁네프다리,  시테섬노틀담성당,  

꽁꼬르뜨광장,  엥발리드,  에펠탑,  개선문,
샹제리제거리,    나폴레옹전승기념탑,  알렉산더 3세다리,  미라보다리, 
물랑루즈,    몽마르뜨언덕의성십자가성당. 
석식/  한식 18:00~19:00.

 세느강유람선
  호텔도착 19:00~20:00.

호텔: Paris Hotel 4 Star.
Best Western Plus Paris Velizy 또는 Mercure Paris Velizy  또는 Holiday inn 
Paris  또는동급. 

식사: 조식호텔식/  중식자유식
 석식 :  한식

3일차
13/
AUG(화)

Paris
Versailles
Genf

Paris – Schloss Versailles  23 km (40분)
Versailles -Genf, Swiss  545km (6시간 30분)

    호텔조식후출발 8:00.
 “ 베르사이유  ” 궁전 (  내부 9:10) 관광 
  거울의방 (     궁전안에서가장아름답고화려한방) 
    부르봉왕조의태양왕루이 14  세방,   나폴레옹의방관람
       정원외부감상후베르사이유출발 11:00.



      레만호반의아름다운도시스위스제네바로이동  도착 17:30.

 “ 제네바 ” 관광:
   칼뱅의대표적종교개혁도시, 레만호, 높이 140m  의대분수,  꽃시계,   몽블랑교, 
    칼뱅이설교했던생피에르성당.

석식/중국식또는현지식 19:00~20:00 
   제네바호텔도착 20:30

호텔: Genf  호텔 4 Star.
NH Geneva City  또는 NH Geneva Airport Hotel  또는 Best Western Porte Sud 
de Genève

식사: 호텔조식/  중식자유식 /  석식중국식또는현지식. 

4일차
14/
AUG(수)

Genf
Chamonix
Frankfurt

Genf – Chamonix 82 km (1시간)
Chamonix- Frankfurt am Main 600km ( 7시간)

“ Chamonix-Mont-Blanc ” (2  시간소요),

    호텔조식후출발 8:00.
  샤모니케이블카탑승 9:30.
         샤모니출발하여환상적인몽블랑을한눈에조망해볼수있는 

   가장멋진장소   에귀뒤미디     Aiguille du Midi      전망대     (3,842m)   등정  "     
     만년설로뒤덮인너무나아름다운몽블랑최고봉(해발 4,807m) 감상
   샤모니로다시돌아서내려옵니다. 11:30.
  몽블랑투어는

          날씨상황등현지사정에의해코스가변경될수있습니다.
(브레방,  몽땅베르,   에귀디미디 )    중한곳을등정합니다.

   중식중국식 12:00~13:00.
  샤모니출발 13:00.

    – 이동중고속도로휴게소 석식/자유식

  프랑크푸르트도착 21:00~22:00.

식사: 호텔조식/   중식중국식 /  석식자유식

  예정된일정표이며,         당일현지상황에따라서일정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호텔은예약확정시기에따라인근지역호텔이될수있습니다.

호텔 관련:
1 차 예약자 명단을 보내 주신 후에는 예약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이후, 추가 예약자의 경우 같은 호텔이 예약 불가할 경우, 확정 호텔 부근에 있는 

호텔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호텔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비행기표를 구매 하기 전에 먼저 여행사와 투어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    추가 예약의 경우,  예약 시기와 확정호텔과의 거리로 인해  1 차 손님들과 호텔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약금 (Deposit) : 1  인 400 EUR, (예약금은,      호텔이확정된후에입금요청을드리며,    추후확정된호텔
 정보를드리겠습니다).

 예약확정시  ,  1      인     400 EUR   입금하시고  ,    잔액  445 EUR      은     (7      월      31      일  )      까지은행입금부탁드립니다  .   
         잔액중일부금액은여행시작당일에가이드에게현금유로 EUR  전달이가능합니다. 

(           은행송금수수료를줄이시려면투어요금전액을한꺼번에입금하시면됩니다).
-    여행비결제로인한은행송금수수료/    환율차액등은여행자부담입니다.

  독일은행 (Bank) :   



   취소를하시게될경우  Cancellation Policy : 
호텔, 내부입장권,       관광버스예약사정으로인해아래취소료가발생합니다.
*    예약확정후 (    신청자명단전달후)는   예약금반환이불가  .  
* 여행출발 29~15 일전 통보시 : 여행비의   50%   배상   
* 여행출발 14~1 일전 통보시 : 여행비의   80%   배상  .  

“   ”지불방법참조

       독일은행으로입금이번거로우신고객님들의편의를위해

(  예약금에한해서)는

   한국은행계좌로입금이가능하며 (국민은행/  송금당일/  현찰사실때)   환율을적용하여

  입금하시면됩니다. 

  여행자명단을보내주시면,    한국원화로입금하실금액/    한국은행계좌번호를알려드립니다.

 옷차림   여름옷.     그리고몽블랑옵션투어시 (방한복)    누비자켓또는얇은패딩점퍼.

환전    화장실갈때동전(50 Cent),  
  호텔객실팁 Tip (1박 1  룸 2유로), 

( 10/20/50  단위의 Euro       로환전해오시면현장에서사용하기편리합니다).    큰상점에서는크레디트
  카드사용이가능합니다.

준비물

 편한신발,  휴대용우산, (칫솔/치약/면도기),   호텔과관광버스안 (실내화).

      그외개인취향에맞는바디워시,  샤워시 (  거품타월), 바디로션, 썬크림,  썬글라스, 헤어샴푸/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