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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국가

여행도시

상품가격

       독일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로텐부르크  프라하  올로무츠  아우슈비츠  크라카우  

비엘리츠카  타트라  부타페스트  비엔나  짤츠부르크  뉘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정통 동유럽 6개국 (독일,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을 관광할 수 있는 상품으로 
동유럽의 알프스라 불리는 슬로바키아의 타트라 국립공원을 볼 수 있습니다. 알프스 호수로 아름다운 
‘사운드 오브 뮤직’의 고향 짤츠감머구트를 관광할 수 있으며, 다뉴브의 진주라 불리는 부다페스트 온천, 
모짜르트의 고향인 짤츠부르크의 주요 관광지를 내실있게 보는 상품입니다.

Since 1982

여행인원
상품등급

ㅣ약 45명 이하
ㅣ품격

USD $1,450 /1인

※ 상품 가격에는 항공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객실 1인 사용료는 하루 기준 1인당 $50~$60
※ Triple Room 을 사용하시는 경우, 침대 1개는 Extra Bed 를 사용합니다. 

Since 1982

동유럽 완전일주
6개국 10일

March

출발

도착

3/28 (토)

4/6 (월)

동유럽 완전일주
6개국 10일

April

출발

도착

4/16 (목)

4/25 (토)

동유럽 완전일주
6개국 10일

May

출발

도착

5/27 (수)

6/5 (금)

동유럽 완전일주
6개국 10일

June

출발

도착

6/14 (일)

6/23 (화)

동유럽 완전일주
6개국 10일

July

출발

도착

7/25 (토)

8/3 (월)

동유럽 완전일주
6개국 10일

August

출발

도착

8/13 (목)

8/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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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프라하

로텐부르크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공항(FRA)에서 도착하여 가이드와 미팅을 하고,
민속촌으로 유명한 로텐부르크로 이동하여 관광을 시작합니다.

》 프랑크푸르트 � 로텐부르크 차량 이동
   ▷ 소요시간│약 150km, 약 2시간 30분 소요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그나트 광장, 시청사, 대성당
성 내부의 아름다운 구 시가지(올드타운)에서의 자유시간 등 관광 

》 로텐부르크 � 프라하 차량 이동
   ▷ 소요시간│약 380km, 4시간 30분 소요

동유럽 최고의 관광대국이며 동화 속의 도시 체코 프라하로 이동,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에 투숙합니다.

2nd
DAY

식사│점심 현지식 / 저녁 한식

호텔│Panorama Hotel Prague 
          또는 같은 수준의 호텔

선택관광

체코 전통 인형극 관람 및
프라하 시내 야경
(50유로/1인)

알고 떠나는 투어 포인트  로텐부르크 (Rothenburg) 

로텐부르크오프데어타우버, 명성이 자자한 자그마한 도시, 어느 도시도 
로텐부르크 만큼 중세 시대의 정취가 느껴지는 곳은 없다. 시간이 멈춘 걸 
까? 오래된 집과 아늑한 광장이 있는 구시가지 그리고 탑, 분수, 성문, 요 
새, 상점, 와인바가 있는 작은 거리를 걷다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30년 전쟁이 한창이던 도시가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한 시의원이 틸리 
장군에게 3리터보다 더 큰 컵에 와인을 따라 건넸다. 그러자 로텐부르크를 
불로 태우려 했던 틸리 장군은 기분이 좋아져 이 컵의 술 와인을 단번에 
마시는 사람이 있다 면 도시를 불태우지 않고 보존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손님들이 북미의 각 지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프랑크푸르트에 입국하시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미팅을 위한 약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프랑크푸르트

항공편으로 미국 또는 캐나다를 개별 출발합니다.

호텔│항공기 내 1박

1st
DAY

식사│저녁 기내식

Kawkow

Budapest

Frankfurt

Rogenburg
Vienna

Salzburg

Nuremberg
Prague

Germany

Czech Rep.

Poland

Hungary
Austria

Slova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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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GO
독일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랜드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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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무츠

크라코프

아우슈비츠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아우슈비츠로 이동하여 관광을 시작합니다.

》 올로무츠 � 아우슈비츠 차량 이동
   ▷ 소요시간│약 190km, 2시간 30분 소요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말해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부 입장

》 아우슈비츠 � 크라코프 차량 이동
   ▷ 소요시간│약 70km, 1시간 소요

·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에 이어 유럽에서 두번째 규모의 중앙시장 광장과 직물회관
· 높이와 모양이 다른 2개의 첨탑이 인상적인 대표적인 고딕 양식의 성모마리아 성당
· 옛 크라카우의 영화를 보여주는 바벨성(외관)등
  관광 후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에 투숙합니다.

4th
DAY

알고 떠나는 투어 포인트 │ 아우슈비츠 수용소

영화 ‘쉰들러리스트’와 ‘안네의 일기’의 무대가 된 곳으로 히틀러의 유태인 
말살 정책에 의해 전 유럽의 유태인들이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죽음의 수용 
소로 변하였다. 불과 5년 사이 이곳에서 숨진 인원이 100만명 이상이라고 
전해진다. 나치는 패전이 임박하자 자신들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파괴하 
고 문서를 소각 했지만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 비극의 
역사를 잊지말고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의미로 박물관으로 조성되었으며,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프라하

올로무츠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동화 속의 도시 프라하 시내로 이동하여 관광을 시작합니다.

· 현존하는 중세양식의 성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흐랏치니 언덕의 프라하 성
· 프라하의 최대 번화가이자 ‘프라하의 봄’ 사건의 장소인 바츨라프 광장
· 프라하의 대표적인 관광지 카를대교와 그 주변
· 매시 정각에 울리는 구 시청사의 천문시계, 얀 후스 광장, 틴틴교회 등
· 관광 후 체코의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 올로무츠로 이동,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에 투숙합니다.

》 프라하 � 올로무츠 차량 이동
   ▷ 소요시간│약 280km, 3시간 30분 소요

3rd
DAY

식사│점심 현지식 / 저녁 호텔식

호텔│
NH Collection Olomouc Congress 
또는 같은 수준의 호텔

식사│점심 현지식 / 저녁 현지식

호텔│
Hiltom Garden Inn Krakow 
또는 같은 수준의 호텔

알고 떠나는 투어 포인트 │ 프라하 성 (Prague Castle)

프라하 성은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블타바 강의 서쪽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성으로 프라하의 초기 역사부터 존재해 왔으며, 프라하의 상징이자 
체코의 상징이다. 체코의 왕들과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들이 이곳에서 통치 
를 했으며 체코 공화국의 대통령 관저가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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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라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다뉴브 강이 아름다운 부다페스트로 이동하여 관광을 시작합니다.

》 타트라 � 부다페스트 차량 이동
   ▷ 소요시간│약 230km, 4시간 소요

· 헝가리의 수난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증인 같은 부다 왕궁, 겔레르트 언덕
· 부다페스트의 상징으로 부다와 페스트 지역을 연결한 최초의 세체니 다리
· 고깔모자를 씌운 듯 뾰족한 흰색 지붕이 인상적인 건축물로 다뉴브강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어부의 요새와 마차시 대왕 교회
· 건국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웅 광장 (밀레니엄 광장) 등 
  관광 후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에 투숙합니다.

6th
DAY

알고 떠나는 투어 포인트 │ 다뉴브 강 (Danube)

도나우 강은 볼가 강에 이어 유럽에서 두번째로 긴 강이다. 유럽의 주요 강 
중 유일하게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독일의 슈바르츠발트(검은 숲) 지역의 
브리가흐와브레크 두 지류가 도나우 에싱겐에서 합쳐진 다음부터는 도나 
우 강으로 불린다. 약 2850km 의 거리를 남동쪽으로 향해 흘러 루마니아 
의 다뉴브 삼각주 지대에서 흑해로 흐른다. 도나우 강은 중요한 국제 수로 
이자 옛 로마제국과 게르만족의 국경선이기도 했으나, 로마제국 말기에는 
훈족과 게르만족이 이강을 넘어 서남유럽을 공격하였다.

크라코프

타트라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크라코프 근교의 비엘리츠카로 이동하여 관광을 시작합니다.

》 크라코프 � 비엘리츠카 차량 이동
   ▷ 소요시간│약 30km, 50분 소요

· 700년 역사를 가진 유럽 최고의 소금광산 내부 입장
· 소금광산 내부의 지하 101m 에 만들어진 킹가 예배당 등

》 비엘리츠카 � 타트라 차량 이동
· 소요시간│약 230km, 2시간 50분 소요 

동구의 알프스라 불리우는 타트라 국립공원지역으로 이동하여 
호텔 체크인 후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합니다.

비엘리츠카

5th
DAY

식사│점심 현지식 / 저녁 호텔식

호텔│Hotel Patria
          또는 같은 수준의 호텔

식사│점심 한식 / 저녁 호텔식

호텔│Holiday Inn Budapest 
          - BudaOrs
          또는 같은 수준의 호텔

알고 떠나는 투어 포인트 │ 타트라 (Tatry Zachodnie)

타트라 산맥 (2663m)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 걸쳐있는 알프스 
산맥 중 하나이다. 총 면적의 3/4 이 슬로바키아에, 나머지 1/4이 폴란드령에 속 
한다. 양측 타트라는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서부 타트라 
(Tatry Zachodnie), 하이 타트라 (Tatry Wysokie), 비엘스키에 타트라 (Tatry 
Bielskie)가 그것들인데, 하이 타트라와 비엘스키에 타트라는 동부 타트라에 묶 
이기도 한다. 가장 높으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 은 하이 타트라로 
최고봉은 해발 2566m 에 달하는 Gerlach 이다.1949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타트라스 국립공원(TANAP)은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 
다. 총면적 741㎢ 으로, 서부와 하이 타트라의 슬로바 키아 지역과 비엘스키에 
타트라 전 지역을 포함한다. TANAP의 경계로는 북 쪽으로 슬로바키아-폴란드 
국경선, 동쪽으로 Zdiar-Tatranska Kotlina Road 이다.



www.ew-travel.com

East West Travel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하여 관광을 시작합니다.

》 부다페스트 � 비엔나 차량 이동
   ▷ 소요시간│약 225km, 2시간 30분 소요

· 합스브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 쉔부른 궁전 및 정원 내부 관람
· 구 시가지의 중심지인 케른트너 거리, 빈의 상징인 슈테판 성당
· 링 로드(순환도로) 주변의 시립 공원, 국립 오페라 극장(외관) 등 

》 비엔나 � 짤츠부르크 차량 이동
   ▷ 소요시간│약 290km, 3시간 30분 소요

· 모짜르트의 고향인 짤츠부르크로 이동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에 투숙합니다.

7th
DAY

식사│점심 한식 / 저녁 현지식

호텔│
Austria Trend Hotel
또는 같은 수준의 호텔

알고 떠나는 투어 포인트 │ 쉔부른 궁전

1996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쉔부른 궁전은 1612
년 마티아스 황제가 사냥 도중 발견한 아름다운(Schoen) 샘(Brunn)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화려한 궁전 내부에는 함스부르크 황실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1441개의 방 중에 45개의 방만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나폴레옹의 침략 당시에는 나폴레옹 전략 사령부로 쓰이기도 했으며, 미소 
냉정시대에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흐르시초프 서기장이 처음 
으로 회담을 열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선택관광
스릴만점의 소금광산과 등산기차
(60유로/1인)

짤츠부르크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로 유명한 짤츠부르크
시내로 이동하여 관광을 시작합니다.

·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여주인공 마리아와 아이들이 도레미송을 불렀던 곳인 미라벨 정원
· 모짜르트가 17세까지 살았던 모짜르트 생가(외관). 대성당과 레지던츠 광장
· 화려한 디자인의 간판들로 가득한 짤츠부르크 최대의 번화가게 트라이데 거리 등 

》 짤츠부르크 � 뉘른베르크 차량 이동
   ▷ 소요시간│약 170km, 2시간 10분 소요

· 2차 세계대전 후 전범재판이 열렸던 뉘른베르크로 이동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에 투숙합니다.

8th
DAY

알고 떠나는 투어 포인트 │ 짤츠캄머구트 (Salzkammergut)

짤츠부르크의 남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짤츠캄머구트는 산과 많은 호수로 둘러 싸여 
있는데,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빼 
어나다. 짤츠캄머구트의 투명한 호수와 푸른산의 풍경은 1965년 제작 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그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래서 짤츠캄머구트 는 ‘사운드 오브 
뮤직’과 영화석 풍경에 매료된 많은 이들의 방문으로 일년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이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한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짤츠캄머구트는 오스 
트리아에서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곳이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 
는 마을 할 슈타트(Hallstatt)는 보는이의 마음까지 벅차오르게 한다. 짤츠캄머구트의 
보석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 바트 이슐(Bad Ishl)에서는 스파, 각종 콘서트와 연주회를 
감상할 수 있고, 백색 황금인 소금을 깨냈던 소금광산을 둘러보는 색다른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짤츠캄머구트의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몸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좋 
은 방법은 걸으며 돌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싶은 이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자. 짤츠캄머구 트의 구석구석을 다 보려면 하루나 이틀로는 모자란다. 
그리고 산속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스파에 몸을 담궈보는 것도 잊지 말자. 
지친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날려줄 것이다. 

식사│점심 현지식 / 저녁 현지식

호텔│
Hilton Nuremberg Hotel
또는 같은 수준의 호텔

뉘른베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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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항공편으로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공항(FRA)을 출발합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각 공항에 도착하여 해산합니다.

10th
DAY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독일 최대의 상업도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여 관광을 시작합니다.

》 뉘른베르크 � 프랑크푸르트 차량 이동
   ▷ 소요시간│약 220km, 3시간 10분 소요

· 역대 황제들의 대관식이 열렸던 프랑크푸르트 대성당과 라인 강의 지류인 마인츠 강 주변
· 독일 전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뢰머 광장의 구 시청사와 많은 길드 홀 등
  관광 후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에 투숙합니다.

9th
DAY

식사│점심 기내식

알고 떠나는 투어 포인트 │ 로렐라이 언덕

독일 장크트고아르스하우젠 부근의 라인 강 기슭에 높이 솟아 있는 132m 
의 큰 절벽 바위, 독일어로 ‘요정의 바위’ 란 뜻이라고 하며, 저녁 노을이 비 
출 무렵 바위 위에 올라와 머리를 빗으며 노래를 부르는 인어에 매료되어 
수 많은 배들이 침몰했다는 로렐라이의 전설로 매우 유명한 곳이다. 
실제로 이 부근은 강이 ㄱ 자로 굽이치고 물결은 상당히 거친 탓에 절벽에 
부딪쳐 난파되는 배들이 많았다.
이를 모티브로 19세기 독일 문학가들이 로렐라이 전설을 이야기나 시로 
적어낸 것이 로렐라이 전설의 시작이다. 그 중 유명한 것이 하인리히 하이 
네의 시인 로렐라이이다.

선택관광
라인 강 크루즈에 탑승하여 라인 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
(50유로/1인)

호텔│Royal Leonardo Hotel
          또는 같은 수준의 호텔

식사│점심 현지식 / 저녁 한식

뉘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 특이사항

》 안내사항

포함사항

전 일정 엄선된 호텔, 식사, 차량, 가이드 및 인솔자
일정상의 입장료, 도시간 이동시 사용하는 교통수단

불포함사항

공동경비(인솔자, 현지가이드, 기사, 식당 팁과 식당에서의 물값)는

1인당 1일 15유로입니다. 
★ 개인경비 및 매너 팁(호텔, 개인수화물 대리운반 등) 초과 
    수하물 요금(규정의 무게, 크기, 개수를 초과 하는 것) 
★ 옵션관광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현지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기타사항

★ 유럽여행은 도시마다 걸어서 관광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한 운동화나 옷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호텔 내에 일회용품이 없으므로 개인 세면도구(칫솔, 치약, 슬리퍼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유럽에서는 USD, CAD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전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시는 곳에서 반드시 
유로(EURO)화로 준비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교차가 심하므로 반드시 두꺼운 옷과 우산, 상비약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단체 행동에서 이탈하는 일은 삼가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사나 가이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 가이드와 꼭 상의하여 주시고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공항이나 호텔 관광지에서는 개인의 소지품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항공 여행 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여권)이 있어야 하며, 국내선 여행시 공항에는 1시간 30분 전, 국제선은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⑤ 운행 중 차안에서 돌아다니실 수 없습니다.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등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음료수(병, 뚜껑있는 컵)는 허용됩니다.
⑥ 호텔의 어린이 요금은 어른 2인 1실에 포함될 때 적용됩니다. 
⑦ 식당에서 식사 후에는 각자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약간의 Tip을 Table에 놓고 나오십시요 
⑧ 하루 15 EURO 정도의 성의를 드라이버와 가이드에게 Tip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⑨ 호텔 숙박후 1 EURO 정도의 봉사료를 침실에 놓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⑩ 물이나 음료수들은 각자 부담입니다. 
⑪ 미국에서 다른 나라 여행시 영주권이나 미국여권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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