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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영화 속 주인공처럼]시칠리아 그리고 몰타 10일 

1인 지상비  US$4,990+항공 

관광 

 KEY Point 

[시칠리아] 

■ 괴테가 '시칠리아를 보지않고 이탈리아를 말하지 말라!'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 시칠리아 완벽 관광  

■ 해발 750 M에 위치한 천공의 성 에리체 관광 [케이블카 탑승 포함]  

■ 노르만 양식, 비잔틴과 이슬람 양식이 가미되어진 노르만 궁전 [팔라티나 성당 내부]  

■ 영화 시네마 천국의 배경이 되었던 작은 해안가 마을 체팔루 관광 

■ 체팔루의 랜드마크인 두오모 성당 내부  

■ 영화 "그랑 블루"의 촬영지였던  타오르미나 관광 

■ 영화 " 대부" 의 촬영지로 유명한 마을 사보카 관광  

■ 2000년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암벽을 깍아서 만든 절벽위에 세워진 타오르미나 야외 그리스 극장 내부 

■ 곤돌라 탑승하여 헤파이토스의 대장간이 있었다고 알려진 2,900M 에트나 산 등정 

■ 그리스 시대에 건설되어진 옛 도시, 시라쿠사 관광 

■ 고대 그리스-로마 유적을 볼수 있는 네아폴리스 고고학 공원 내부 (그리스극장, 자연동굴, 오레키오 디 디오니시오 등) 

■ 영화 말레나의 배경지이며, 시라쿠사의 역사가 담긴 두오모 광장 

■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로 지정되어진 노토 관광 

[몰타]  

■ 유럽인들의 인기 휴양지, 몰타 5성급 호텔 2연박으로 더욱 품격있고 편안하게! 

■ 몰타 속 또 다른 섬! 고조섬 전일 관광  

     : 고조섬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중심인 빅토리아 요새 

     : 세계 최고의 건축물인 쥬간디아 사원 내부 관광 

■ 7,000 년 역사를 가진 몰타의 수도 발레타 관광 

     : 바로크 예술과 건축의 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성 요한 대성당 내부 관람  

특식 

■ 시칠리아의 명물 황새치 요리 

■ 시칠리아 트라파니 지역의 특별 소스를 곁들인 트라파니스 페스토 스파게티 

■ 기름에 튀기거나 구운 주먹법과 비슷한 시칠리아 대표음식 아란치니 

■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이탈리아의 쫀득쫀득한 식감의 젤라또 아이스크림 OR 에스프레소 커피 

■ 시칠리아 와이너리 중식 

숙박 

■ 시칠리아  5성급 호텔 4박  

■ 몰타 5성급 호텔 2박  

■ 로마 4성급 호텔 2박(SHERATON GOLF RESORT 4* OR SIMILAR) 

포함사항 

로마 4성급 호텔 2박 + 시칠리아&몰타 5성급 호텔 6박, 전일정 식사, 전일정 한국인 가이드 

푸른투어 특전:  6대 내부 관광 특전 

① 노르만 궁전(팔라티나 성당) ②  체팔루 두오모 성당  ③ 타오르미나 야외그리스극장   

④ 네아폴리스 고고학 공원 ⑤ 쥬간디아 사원 ⑥ 성 요한 대성당 

푸른투어 특식 : 5대 특식 포함 

①황새치 요리 ② 시칠리아 와이너리 중식  ③ 트라파니스 페스토 스파게티  ④ 아란치니 ⑤젤라또 아이스크림 OR 에스프

레소 커피 

포함: 에리체 케이블카, 에트나 곤돌라(왕복), 포짤로-발레타 FERRY, 고조섬 왕복 FERRY, 중간항공 2회 포함 

불포함사항 해외여행자 보험, 가이드&드라이버 서비스 피(€20/일*10일, 총€200), 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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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박, 총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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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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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 공항 출발   

1일차 

각지역 

HOTEL :  기내박  

조식 :    X                          중식 :  X                              석식 :   기내식                                    

▶ 로마(FCO) 공항 도착 

 

▶ 가이드 미팅 후 

 

▶ 관광 

- 로마의 휴일" 로 유명한 스페인 광장 

 

- 동전을 던져 사랑을 이루는 트레비 분수 

 

- 젤라또 또는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로마에서 잠시의 쉼표!! 

 

▶ 호텔 투숙 및 휴식  

2일차 

로마 

HOTEL : SHERATON GOLF RESORT 4* , MARRIOTT PARK HOTEL ROME 4* OR SIMILAR  

조식 :    기내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식                                     

▶ 호텔 조식 

 

▶ 로마 공항으로 이동 

 

▶ 로마 공항 출발 

 

▶ 팔레르모 공항 도착  

3일차 

로마 팔레르모 (시칠리아) 에리체 팔레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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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발 750 M에 위치한 천공의 성 에리체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 케이블카를 탑승하여 에리체 마을로 이동 

 

▶ 중세시대의 돌담길과 가옥들이 즐비한 에리체 구시가지 관광 

 

▶ 팔레르모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GRAND HOTEL WAGNER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호텔 조식 

 

▶ 관광 

- 노르만 양식, 비잔틴과 이슬람 양식이 가미되어진 노르만 궁전(팔라티나 성당(내부)) 

 

- 대부의 촬영지로 유명한 마시모 극장(외관) 

 

- 팔레르모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토리아 광장과 분수 

 

▶ Don Tamasi Winery 방문 및 시음 

※ 예약 상황에 따라 와이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네마 천국의 배경이 되었던 작은 해안가 마을 체팔루로 이동(약 1시간 20분 소요) 

 

▶ 관광 

- 체팔루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로카 전망대 산책 

 

- 시네마 천국의 배경지인 해안가에서 산책 

 

- 체팔루의 랜드마크인 두오모 성당(내부) 

 

- 계단의 꽃이 아름다운 산 스테파노 교회(외관) 

 

▶ 그랑 블루의 촬영지였던,  타오르미나로 이동 (약 3시간 소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4일차 

팔레르모 체팔루 타오르미나 

HOTEL : NH COLLECTION TAORMINA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와이너리 중식)                           석식 :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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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타오르미나 사보카 타오르미나 

▶ 호텔 조식 

 

▶ 그랑 블루의 촬영지였던,  타오르미나로 이동 

 

▶ 관광 

- 2000년전 바다를 내려다보이는 암벽을 깍아서만든 절벽위에 세워진 야외 그리스 극장(내부) 

 

- 타오르미나의 중심인 움베르토 거리 및 4월 9일 광장 

 

-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전망대 빌라 코뮤날레 

 

▶ 영화 " 대부" 의 촬영지로 유명한 마을 사보카(Savoca) 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 관광 

- "마드레 성당" 등 대부 촬영의 자취를 따라 마을 관광 

 

▶ 타오르미나로 귀환 (약 1시간 소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NH COLLECTION TAORMINA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6일차 

타오르미나 에트나 시라쿠사 

▶ 호텔 조식 

 

▶ 헤파이토스의 대장간이 있었다고 알려진 에트나 산으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 곤돌라 탑승하여 2,900M 에트나 산 등정 

: 에트나 화산 탐방 일정은 전용차량으로 중간지점까지 이동 후, 곤돌라 탑승하여 올라가며, 인근 트레킹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으로 경량 패딩 및 바람막이 등 준비하여 주세요) 

 

▶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인 시라쿠사로 이동(약 2시간 소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EUREKA PALACE HOTEL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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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 

시라쿠사 노토 포짤로 발레타 (몰타) 

▶ 호텔 조식 

 

▶ 관광 : 그리스 시대에 건설되어진 옛 도시, 시라쿠사 관광 

- 네아폴리스 고고학 공원(내부) - 그리스 극장, 자연동굴, 오레키오 디 디오니시오 등 

 

- 고대 그리스 문명의 역사적 산물 시라쿠스 대성당(외관) 

 

- 영화 "말레나" 의 배경지이며, 시라쿠사의 역사가 담겨진 두오모 광장 

 

- 백색 대리석 바닥과 도리아식 기둥이 남아있는 미네르바 광장 

 

▶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로 지정되어진 노토로 이동 (약 40분 소요) 

 

▶ 관광 

- 18세기에 재건되 바로크 양식의 대표주자인 두오모 성(외관) 

 

- 웅장한 외관과 높은 아치의 완벽한 바로크식 대칭 디자인으로 유명한 두체치오 궁전(외관) 

 

▶ 포짤로(Pozzalo) 항으로 이동 (약 30분 소요) 

 

▶ 포짤로 출발 

 

▶ 발레타 항 도착 

※ 페리 스케쥴은 예약상황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8일차 

발레타 고조섬 발레타 

HOTEL : GRAND HOTEL EXCELSIOR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 호텔 조식 

 

▶ FERRY 탑승하여, 고조섬으로 이동 

 

▶ 관광 

- 고조섬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중심인 빅토리아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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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의 건축물인 쥬간디아 사원(내부) 

 

- 치유의 성당 타피누 성당 

 

- 고조 대성당 

 

- 오랜 세월에 걸쳐 바람과 파도에 의해 깍여진 바위인 솔트판 

 

- 고조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인 슬랜디 

 

▶ 발레타로 귀환 

 

▶ 호텔 투숙 및 휴식  

9일차 

발레타 로마 

HOTEL : GRAND HOTEL EXCELSIOR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 호텔 조식 

 

▶ 7,000 년 역사를 가진 몰타의 수도 발레타 관광 

 

▶ 관광 

- 성요한 대성당(내부) / 일 휴관 

 

- 바라카 정원, 추모의 종, 기사단장 궁전(외관)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인 몰타 국립도서관(외관) 

 

- 몰타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코르디나(외관) 

※ 개별 자유시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발레타에서 자유시간 약 1시간~2시간 

 

▶ 공항으로 이동 

 

▶ 몰타 공항 출발 

 

▶ 로마 공항 도착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SHERATON GOLF RESORT 4* , MARRIOTT PARK HOTEL ROME 4*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식 또는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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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 각 지역 도착 후 자유 해산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X                            석식 :   X                                      

10일차 

로마 각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