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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최고의 선택] 이탈리아 일주 9일 

▶ 각 지역 공항 출발  

1인 지상비  US$2,499+항공 

포함사항 

1. 전 일정 호텔 7박+ 조식 포함, 인솔자 동행 2. 현지 한국인 가이드 (베니스, 피렌체, 아씨시, 로마+바티칸, 폼페이) 3. 전

일정 식사 총 14회 인센티브 식사 기준 ※특식 : 해물스파게티, 피자  ※특식 : 와이너리에서 와인 시음과 함께 식사 4. 이태

리 체크 포인트 및 시티택스 5. 꼬모 호수 유람선(꼬모-벨라지오), 베니스바포레또, 와이너리 방문&시음, 산프란체스코 성

당, 폼페이, 바티칸 박물관+성시스티나+베드로성당(예약)+수신기, 아말피~포지타노 미니버스, 빌라 데스테 

불포함사항 
1. 공동경비 : 가이드/기사팁/식당팁(€20/일)  2. 각 지역 호텔 포터 비용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4. 독방 사용시 1박 

$70추가  5. 여행자 보험  6. 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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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객실은 2인 1실기준이며, 1인실 사용시에는 1박에 $70 (EX.: $70X7박= $490) 싱글차지가 발생됩니다. 

2. 항공사 지연 및 개인적이 사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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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리턴 항원 검사는 CDC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자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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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각 지역 

HOTEL :  기내박  

조식 :    X                          중식 :  X                              석식 :   기내식                                    

▶ 밀라노 공항 도착 

 

▶ 공항 가이드 미팅 

 

▶ 코모(COMO)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 관광 

- 코모의 카보우르 광장에 있는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코모 성당(내부)  

2일차 

밀라노 코모 밀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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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 호수 유람선(코모-벨라지오)을 타고, 각각 호수의 아기자기한 마을 감상 (약 1시간 30분소요) 

 

- 코모 호수에서 아름답다고 소문난 벨라지오 골목길 산책 

 

▶ 밀라노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 관광 

- 500년에 걸쳐 완공된 이탈리아 최고 고딕양식의 걸작품 두오모(외부) 관광 

 

-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 갤러리아 라스칼라 극장(외관) 

 

- 밀라노 갤러리아에서 자유시간 1시간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COSMO PALACE HOTEL 4* OR SIMILAR  

조식 :    기내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호텔 조식 

 

▶ 물의 도시 베니스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소요) 

 

▶ 관광 

- 지하감옥으로 이어졌던 탄식의 다리, 나폴레옹이 극찬했던 산 마르코 광장 

 

-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화려한 산 마르코 성당, 베니스 권력의 상징이었던 두칼레 궁전(외관) 등 시내 명소 관광 

 

▶ 베니스에서 자유시간 1~2시간 

 

▶ DFS 면세점 방문 

 

※ 선택관광 

1. 베네치아 곤돌라 : 1인 50유로 

- 로맨틱한 전통배를 타고 운하 곳곳을 누비며 관광 (약 30분 소요) , 미 참여시, 근처에서 자유일정 

2. 베네치아 수상택시 : 1인 50 유로 

- 모터보트를 타고 S 자 대운하를 지나면서 베니스의 메인 건물을 볼수 있는 수상택시 

 

▶ 호텔 투숙 및 휴식  

3일차 

밀라노 베니스 

HOTEL :  ANTONY PALACE HOTEL 4*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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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베니스 피렌체 피사 몬테카티니 테르메 

▶ 호텔 조식 

 

▶ 르네상스 문화의 꽃 피렌체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 관광 

- 세계에서 3번째로 크고 흰색과 분홍색과 연록색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피렌체의 상징인 두오모 성당 

 

- 피렌체 정치의 중심 무대인 시뇨리아 광장 : 넵튠의 분수. 미켈란젤의 '다비드' 상(복제품) 

 

- 구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켈란젤로 언덕 

 

▶ 갈릴레이의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피사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피사의 사탑 

 

▶ 몬테카티니 테르메로 이동 (약 40분 소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TUSCANY INN 4*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5일차 

몬테카티니 시에나 몬탈치노 아씨시(페루자) 

▶ 호텔 조식 

 

▶ 시에나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 관광 

- 시에나 옛 시가지 관광 

 

- 시에나의 중심인 캄포 광장 & 푸블리코 궁전(외관) 

 

-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양식의 성당인 시에나 대성당(외관) 

 

▶ 이탈리아 와인의 고향인 토스카나 와이너리로 이동 (약 30~50분 사이) 

 

▶ Castiglion del Bosco Winery 또는 Brunello di Montalcino Winery 방문 & 시음 

※ 와이너리 식사 및 방문&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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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상황에 따라 와이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페루자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 인근 페루자 지역에서 숙박합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BEST WESTERN HOTEL QUATTROTORRI PERUGIA 4*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와이너리 식사                               석식 :   현지식                                      

6일차 

아씨시(페루자) 티볼리 로마 

▶ 호텔 조식 

 

▶ 성 프란체스코와 성녀 클라라의 탄생지 아씨시로 이동 (약 30분 소요) 

 

▶ 관광 

-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라고 하며, "천국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 성당(내부) 

 

- 고대 로마 시절의 포로 로마노가 있었던 곳이며, 미네르마 신전의 흔적이 있는 코무네 광장&분수 

 

- 키아라 성녀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산타 키아라 성당(외관) 

 

▶ 로마시대의 휴양지였던 티볼리로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 관광 

-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적인 별장이며, 계단식 정원을 가지고 있으며, 유네스코유산으로 지정되어진 빌라데스떼 산책 

 

▶ 로마로 이동(약 30분 소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BEST WESTERN , ERGIFE PALACE, NOVOTEL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식                                      

7일차 

로마 폼페이 포지타노 아말피 로마 

▶ 호텔 조식 

 

▶ 2000년 전 베수비오스 화산 폭발로 덮였던 비운의 도시 폼페이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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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 제우스 신전, 목욕탕, 경기장 등이 있는 폼페이 유적지(내부) 관람 

 

▶ 이탈리안 남부 해안 마을 포지타노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 관광 

- 포지타노 전망대에서 전체적인 풍경을 감상합니다. : 이탈리아 최고의 휴양지로 그림같은 풍경을 볼수 있는 마을과 해변 조망 

 

▶ 아말피로 이동 (약 20분 소요) : 미니버스 탑승하여, 아말피 해안으로 내려갑니다. 

- 눈부신 지중해 바다와 해안 절경을 볼수 있는 아팔피 해안도로 및 해안 

 

- 아름다운 아말피 시내투어 

 

- 성 안드레아 성당 

 

- 플라비오 조이아 광장 등 

 

** 아말피 해변에서 자유시간을 가집니다 ** 

 

▶ 미니버스를 탑승하여 살레르노까지 이동하여 LDC 대형버스 탑승하여 로마로 이동합니다. 

 

▶ 로마로 귀환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BEST WESTERN , ERGIFE PALACE, NOVOTEL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식                                      

8일차 

로마 

▶ 호텔 조식     

 

▶ 관광 

- 루브르, 대영박물관과 함께, 유럽 3대 박물관인 바티칸 박물관(내부, 수신기, 예약포함)     

 

-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려진 천지창조 & 최후의 심판 감상     

 

- 카톨릭의 심장으로 세계 최대의 성당 성베드로 대성당 & 광장     

 

- 옛 베네치아 공국 대사관이 있었던 로마의 베네치아 광장     

 

- 동전을 던져 사랑을 이루는 트레비 분수     

 

※ 선택관광 : 로마 벤츠투어 : 1인 60 EUR (약 3시간 )     

- 고대 로마시대를 느껴볼 수 있는 판테온 신전,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와 유명해진 진실의 입, 스페인 광장 등을 둘러보는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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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 검투사와 맹수의 전투경기가 벌어진 로마의 거대한 상징적인 건축물인 콜로세움(외부)     

 

- 고대 로마의 유적지 포로로마노(외부)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BEST WESTERN , ERGIFE PALACE, NOVOTEL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9일차 

로마 각 지역 

▶ 호텔 조식     

 

▶ 공항으로 이동     

 

▶ 로마 공항 출발     

 

▶ 각 지역 도착 후 자유 해산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X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