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계획
로맨틱 알프스 호수 코스
5 박 6 일 일정
프랑스 오베르뉴 론알프 주의 알프스 지대는 눈부신 자연 경관, 놀라운 풍경을
자랑하는 몽블랑 봉우리, 매력 넘치는 산지의 호수(제네바 호, 안시 호, 르 부르제
호) 등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프랑스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로맨틱한 매력으로
최고의 신혼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출발지: 제네바

Day 1 – 제네바 호수(에비앙 EVIAN) (숙박: 에비앙)
제네바 국제공항에서 럭셔리 스파와 골프장으로 유명한 에비앙으로 이동(45km, 50 분
소요)
에비앙의 아름다운 항구와 벨 에포크 시대의 건물, 팔레 뤼미에르 문화센터, 미네랄
워터 에비앙의 수원지 등 방문
에비앙 리조트(팔라스 호텔 로얄 또는 4 성급 에르미타주 호텔) 또는 시내 힐튼
에비앙에 체크인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에비앙 카지노 체험
에비앙에서 취침
Day 2 – 제네바 호수(에비앙 EVIAN) (숙박: 에비앙)
아침에 호텔 스파 체험 또는 공공 온천 센터 및 에비앙 산책
제네바 호수를 가로질러 이부아르(Yvoire)로 이동(26km, 30 분 소요), 점심식사(농어
휠레에 감자튀김을 곁들인 별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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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며 마을의 중세 풍경 감상, ‘오감의 정원’ 자르댕 생크 상 방문
제네바 호수의 크루즈를 타고 다시 에비앙에 도착, 저녁식사
에비앙에서 취침
Day 3 – 안시 호수 (숙박: 안시)
알프스 지대의 진주, 안시 호수로 출발(85km 거리, 1 시간 20 분 소요)
유럽에서 가장 청정한 안시 호숫가의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체크인
리벨륄 보트(Libellule boat)를 타고 선상에서 점심식사(2 시간 소요)
중세 시대의 분위기가 살아 있는 ‘알프스의 작은 베네치아’, 안시 방문
매력 넘치는 골목길 산책
구시가지 또는 호숫가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안시 호숫가 숙소에서 취침

도착,

Day 4 – 안시 호수 (숙박: 안시)
아침에 금, 일요일마다 구시가지에서 열리는 로컬 마켓 구경, 운하를 따라 산책
자전거나 세그웨이를 렌트해 생 조리오(Saint Jorioz)까지 안시 호숫가를 따라 경관
관람, 또는 배를 타고 아름다운 탈루아르 만(bay of Talloires) 구경
안시 호숫가에서 점심식사 - 베리에 뒤 락(Veyrier du lac), 탈루아르(Talloires),
세브리에(Sevrier), 생 조리오(Saint Joriz), 뒤앙(Duingt)
라 클뤼자(La Clusaz) 마을에서 안시 호숫가의 산악지대 체험(르블로숑 치즈 농장
방문 및 산악 하이킹, 패러글라이딩 등)
안시로 귀환
안시 호숫가에서 취침
Day 5 – 부르제 호수 LAKE LE BOURGET (액스레뱅 AIX LES BAINS)
(숙박: 엑스레뱅)
엑스레뱅으로 출발(35km 거리, 30 분 소요)
부르제 호숫가 호텔 체크인
크루즈를 타고 부르제 호수 구경. 고딕양식의 명상과 기도의 안식처, 오트콩브
수도원(l’Abbaye d’Hautecombe) 방문(이탈리아의 마지막 왕 움베르토 2 세 등
사부아 가 왕족 40 명 이상이 영면에 들어간 장소)
사비에르 운하 옆 아름다운 마을 샤나즈(Chanaz) 방문, 다양한 공방 쇼핑
온천으로 유명한 소도시 엑스레뱅 방문, 슈발리 온천(Thermes Chevalley)에서 휴식
화려한 19 세기 건물, 엑스레뱅 카지노에서 저녁식사
엑스레뱅의 호텔 또는 부르제 호숫가의 보르도 성에서 취침

Day 6 – 리옹 LYON – 일정 마무리
아침에 빌르퐁텐(Villefontaine)으로 이동(78km, 50 분 소요), 프렌치 쇼핑 아울렛 더
빌리지 방문

더 빌리지 아울렛에서 점심식사(세금 환급 서비스 제공)
리옹의 생텍쥐페리 공항으로 이동(12km, 15 분 소요), 일정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