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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삼형제 9일_완전일주 

1인 지상비  US$1,990+항공 

관광 

 KEY Point 

[체코] 

■ 흐라트차니 언덕 위에 자리한 세계에서 가장 큰 중세시대의 옛성인 프라하성 입장 

■ 연금술사와 은세공사들이 모여살던 아기자기한 작은 마을인 황금소로  

■ 황제의 휴양지이자 유럽 최고의 온천 휴양지 까를로비 바리 관광 

■ 맥주의 도시 '플젠',  '필스너 우르겔' 맥주공장 방문 및 맥주 시음 

■ 중세시대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체스키 크롬노프 관광 

■ 체코의 제2의 도시 브르노 관광 

 

[오스트리아] 

■ 동화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짤츠캄머굿의 청정 호수 

■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도시인 짤츠부르크  

■ 짤츠부르크 대주교의 성이었던 호엔짤츠부르크성(후니쿨라 포함) 

■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 아름다운 분수를 뜻하는 왕가의 여름별궁인 쉔부른궁전 내부  

 

[헝가리] 

■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즐비한 다뉴브강의 진주 부다페스트 관광 

■ 네오고딕 양식의 요새 전체가 하얀 돌로 만들어져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어부의 요새 포함  

특식 

■ [체코] 돼지고기의 무릎 부분을 통째로 구워주는 체코 전통 음식 꼴레뇨 

■ [오스트리아] 와인에 다양한 고기와 소시지, 감자, 양배추 절임이 제공되는 비엔나 전통음식 호이리게 

■ [헝가리] 헝가리식 소고기 야채스튜로 얼큰한 맛의 부다페스트 굴라쉬  

숙박 ■ 전 일정 4성급 호텔 

포함사항 

전 일정 4성급 7박, 전일정 식사, 전일정 가이드 

푸른투어 특전:  5대 특전 

① 프라하성 + 황금소로  ② 필스너 맥주공장 + 시음   ③ 호엔짤츠부르크성 (후니쿨라) ④ 쉔부른 궁전 ⑤ 어부의 요새 

푸른투어 특식 : 3대 특식 포함 

①체코 꼴레뇨 ② 비엔나 호이리게 ③ 부다페스트 굴라쉬 

불포함사항 해외여행자 보험, 가이드&드라이버 서비스 피(€20/일*9일, 총€180), 물 값, 각 지역 호텔 포터 비용 

비상연락처 
푸른투어 Office NJ ☎ 201-778-4000 /NY ☎ 718-928-3333 /LA ☎ 213-739-2222 /LAS ☎ 702-861-2377 / DAL-

LAS ☎ 469-615-6000  

참고사항 

1. 항공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 추가 경비 발생은 저희와 무관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분실,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일정의 변경 및 일부 취소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면책됨을 알려 드립니

다. 

2. 여권 만료일은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모든 객실은 2인 1실기준이며, 1인실 사용시에는 싱글차지가 발생됩니다. (1일 $70*7박, 총 $490) 

4. 여행자 보험은 불포함입니다. 투어 출발전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유럽은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산 문화 탐방 여행입니다. 걷는 일정이 있고, 고르지 못한 길고 있

으므로 편한 신발 착용이 필수이며 여권, 귀중품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일정은 항공 및 현지도로, 기후 등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각 지역 공항 체크인 후 프라하로 출발  

1일차 

각지역 

HOTEL :  기내박  

조식 :    X                          중식 :  X                              석식 :   기내식                                    

▶ 프라하(PRG) 공항 도착     

 

▶ 가이드 미팅 후 시내관광     

 

▣ 낭만 가득한 [프라하]     

 

◈ 흐라트차니 언덕 위의 자리한 프라하성, 황금소로 

 

◈ 프라하성이 보이는 낭만의 다리 까를교     

 

◈ 꼭대기가 금빛으로 빛나는 두개의 첨탑이 있는 틴 성당     

 

◈ 매시 정각에 12사도의 인형이 나와 움직이다 사라지는 천문시계탑     

 

◈ 얀후스 동상이 있는 구시가지 광장     

 

◈ 체코의 건국자 바츨라프 동상이 있는 바츨라프 광장   

 

▶ 호텔 투숙 및 휴식  

2일차 

프라하 

HOTEL : Clarion Congress Hotel or Similar  

조식 :    기내식                          중식 :  기내식                              석식 :   현지식                                     

3일차 

프라하 까를로비 바리 플젠 체스키 부데요비체 

▶ 호텔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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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의 휴양지 체코의 온천 도시 까를로비 바리로 이동     

 

▣ 황제의 휴양지, 체코의 온천 도시 [카를로비바리]     

 

◈ 로마 황제 까를 4세가 발견하고 40개 이상의 성분을 포함하는 온천수 시음     

 

▶ 중식 후 플젠으로 이동     

 

▣ 맥주의 도시 [플젠]     

 

◈ 필스너 우르겔 맥주공장 방문하여 투어 후 맥주 시음     

 

▶ 체스키 부데요비체로 이동 후 석식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Clarion Congress Hotel Ceske Budejovice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 호텔 조식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도시인 중세 도시 체스키 크롬노프로 이동     

 

▣ 중세시대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체스키 크롬노프]     

 

◈ 고딕과 르네쌍스 양식이 가미된 시청사와 아름다운 분수대 및 그리스 성인의 조각 작품 등이 있는 구시가지 관광     

 

◈ 체스키크롬로프의 아름다운 중앙광장 스보르노스티 광장     

 

▶ 중식 후 짤츠캄머굿으로 이동      

 

▣ 아름다운 호수마을[짤츠캄머굿]     

 

◈ 모차르트 어머니 생가가 있는 짤츠캄머굿 호수 감상     

 

▶ 짤츠부르크로 이동     

 

▶ 호텔 투숙 및 휴식  

4일차 

체스키 부데요비체 체스키 크롬로프 짤츠캄머굿 짤츠부르크 

HOTEL : Europa Hotel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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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짤츠부르크 비엔나 

▶ 호텔 조식     

 

▶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 짤츠부르크 관광     

 

▣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도시인 잘츠부르크     

 

◈ '사운드 오브 뮤직' 에서 <도레미송>을 불렀던 곳 미라벨 정원     

 

◈ 짤츠부르크 대주교의 성이었던 호엔잘츠부르크성(후니쿨라 포함)     

 

◈ 모차르트가 태어나 17세까지 살던 곳 모차르트 생가(조망)     

 

◈ 당대 최고의 권세가와 역대 대주교들이 거주했던 궁전이 있는 레지덴츠 광장     

 

▶ 중식 후 비엔나로 이동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Austria trend Bosei Hotel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호텔 조식     

 

▶ 음악의 도시 비엔나 관광     

 

▣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 '아름다운 분수'를 뜻하는 왕가의 여름별궁인 쉔부른궁전(내부)     

 

◈ 비엔나의 상징이자 오스트리아 최고의 고딕성당인 슈테판 사원     

 

◈ 명품관들이 늘어 서있는 번화가 게른트너 거리     

 

◈ 19세기 말 완성된 네오고딕 양식의 장려한 시청사(외관)     

 

▶ 중식 후 부다페스트로 이동     

 

▶ 호텔 투숙 및 휴식  

6일차 

비엔나 부다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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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조식     

 

▶ 다뉴브강의 진주 부다페스트 관광     

 

▣ 다뉴브강의 진주 [부다페스트]     

 

◈ 역대 헝가리 왕들이 대관식을 올렸던 마챠시 교회(외관)     

 

◈ 어부의 요새(포함)     

 

◈ 아름다운 부다페스트의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겔레르트 언덕     

 

◈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만든 영웅광장     

 

◈ 역대 왕들의 거주지인 부다 지역의 왕궁(외관)     

 

◈ 초대 국왕 이슈트반 1세를 기리기 위해 세운 성이슈트반 성당     

 

▶ 중식 후 브르노로 이동     

 

▶ 호텔 투숙 및 휴식  

8일차 

브르노 프라하 

HOTEL : Orea Hotel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호텔 조식     

 

▶ 체코의 제2의 도시 브르노 관광     

 

▣ 체코의 제2의 도시 [브르노]     

 

◈ 바로크 건물들이 가득한 올드타운      

7일차 

부다페스트 브르노 

HOTEL : Mercure Castile hill Hotel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6 

◈ 미카엘을 위해 봉헌된 성당 과 도미니칸 수도회 등     

 

◈ 쇼핑의 거리 자유 광장     

 

▶ 프라하로 이동     

 

▶ 점심 후 자유시간     

 

▶ 호텔 투숙 및 휴식  

9일차 

프라하 각 지역 

HOTEL : Clarion Congress Hotel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 프라하(PRG) 공항 출발  

 

▶ 각 지역 도착 후 자유 해산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X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