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계획
몽블랑 베스트 코스
6 박 7 일 일정
유럽의 지붕, 몽블랑이 있는 프랑스 오베르뉴 론알프 주의 알프스 지대는 눈부신
자연경관으로 유명합니다. 샤모니 몽블랑 Chamonix Mont Blanc, 생제르베 Saint
Gervais, 므제브 Megève 등 유럽 최고의 산악 풍경을 만나 보세요. 프랑스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경관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제네바

Day 1 – 샤모니 몽블랑 CHAMONIX MONT BLANC (숙박: 샤모니)
제네바에서 샤모니 몽블랑으로 출발(80km 거리, 1 시간 소요)
샤모니에서 호텔 체크인
시내에서 점심식사(현지 레스토랑 및 프랑스, 세계 음식 등 다양)
케이블카를 타고 에귀 뒤 미디(Aiguille du Midi) 봉우리 등반, 정상에서 산악 박물관
및 유리 전망대 스텝 인투 더 보이드(Step into the Void) 방문, 다시 샤모니 시내에
서 오후 쇼핑
사부아 스타일 레스토랑 또는 중국식으로 저녁식사
샤모니의 나이트 라이프 즐기기(카지노, 클럽에서 칵테일 한잔, 시내의 펍 방문 등)
샤모니에서 취침
Day 2 – 샤모니 몽블랑 CHAMONIX MONT BLANC (숙박: 샤모니)
아침에 몽탕베르 산악열차를 타고 메르 드 글라스(‘얼음의 바다’) 빙하 및 얼음동굴
탐방
몽탕베르 테르미날 네주 호텔에서 점심식사, 샤모니로 이동
플레제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블랑 호수와 에귀 루즈(Aiguille Rouges) 산맥을
따라 하이킹
시내로 내려가 카페나 바의 테라스 자리에서 쉬거나 호텔 스파에서 휴식
샤모니에서 저녁식사(현지 레스토랑 및 프랑스, 세계 음식 등 다양)
샤모니에서 취침
Day 3 – 생제르베 SAINT GERVAIS (숙박: 생제르베)
생제르베로 출발(25km 거리, 30 분 소요)
호텔 체크인
생제르베에서 점심식사
프랑스에서 운행되는 몇 안 되는 톱니궤도 열차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몽블랑
트램웨이를 타고 비오나세 빙하(glacier Bionnassay) 관람 – 반나절 소요
호텔로 귀환, 휴식 및 저녁식사
생제르베에서 취침

Day 4 – 생제르베 SAINT GERVAIS (숙박: 생제르베)
아침에

생제르베의 바로크

양식 성당 방문 (알프스 산악지대의 삶의 터전인

생제르베는 스키 리조트 외에도 농가와 벨 에포크 시대의 건물이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
생제르베에서 점심식사
로레알 그룹에서 운영하는 뱅 뒤 몽블랑(Bains du Mont Blanc ‘몽블랑 온천’) 방문 –
반나절 체험(2 시간 30 분에서 3 시간 소요)
현지 온천 성분으로 만든 뷰티 제품 쇼핑
*몽블랑 봉우리는 4 개 마을과 2 개 스키장, 수많은 온천 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중
생제르베는 몽블랑 정상까지 최단거리의 리조트가 있는 곳으로, 19 세기 이후 성과
공원, 카지노 등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생제르베에서 저녁식사
생제르베에서 취침

Day 5 – 므제브 MEGEVE (숙박: 므제브)
므제브로 이동(11km, 20 분 소요)
아름다운 샬레 호텔에 체크인(페름 드 마리(Fermes de Marie) 산장 호텔)
므제브에서 점심식사
아름다운 몽블랑의 산악 마을 므제브 산책
몽블랑 산맥 위로 비행 체험(40 분 소요),

화이트 밸리 주변으로 펼쳐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의 산악 지대 감상
므제브로 내려와 마차 투어 체험(20 분 소요) 및 쇼핑 자유시간
미슐랭 3 스타 레스토랑 엠마뉘엘 르노(Emmanuel Renaut)에서 저녁식사
므제브에서 취침

Day 6 – 므제브 MEGEVE (숙박: 므제브)
므제브의 호텔에서 프렌치 알프스 라이프 스타일 체험
스파에서 휴식 및 몽블랑의 맑은 공기 즐기기
호텔이나 마을, 산장에서 점심식사

오후에는 골프, 마운틴 바이크, 승마, 예수의 고난길을 재현한 체험길 하이킹, 수영
등 가벼운 운동
바의 테라스 자리에서 식전주 한잔, 이후 저녁식사(특히 여름의 므제브에서는 재즈,
실내악, 블루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므제브에서 취침

Day 7 – 제네바 GENEVA
아침에 제네바로 출발(70km 거리, 1 시간 소요)
여행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