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정
환상적인 프렌치 알프스 코스
4 박 5 일 일정
프랑스 오베르뉴 론알프 주의 알프스에서는 환상적인 풍경과 놀라운 자연 환경(몽블랑),
매력적이고 로맨틱한 호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경관을 한꺼번에 체험해 보세요.

출발지: 스위스 제네바

Day 1 – 안시 호수 LAKE ANNECY (숙박: 안시)
제네바의 쿠앙트랭 국제공항에 도착
프랑스 알프스 지방의 보물, 안시 호수로 이동(45km, 차로 45 분 소요)
유럽 제일의 청정 수질을 자랑하는 안시 호수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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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에서 취침
Day 2 – 샤모니 몽블랑 CHAMONIX MONT BLANC (숙박: 샤모니)
샤모니로 이동(95 km, 1시간 소요)
몽탕베르 산악열차를 타고 메르 드 글라스(‘얼음의 바다’) 빙하 및 얼음동굴 탐방
몽탕베르 테르미날 네주 호텔에서 점심식사, 샤모니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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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모니 호텔 체크인
사부아 스타일 레스토랑 또는 중국식으로 저녁식사
샤모니의 나이트 라이프 즐기기(카지노, 클럽에서 칵테일 한잔, 시내의 펍 방문 등)
샤모니에서 취침
Day 3 – 므제브 MEGEVE (숙박: 므제브)
므제브로 출발(35km, 30 분 소요)
몽블랑 산맥의 전통이 살아 있는 산악 마을 므제브 방문
경비행기로 몽블랑 산맥 상공에서 경치 감상(40 분 소요)
므제브 시내에서 점심식사
오후에는 므제브에서 마차 투어(20 분 소요) 및 쇼핑 자유시간
저녁식사
므제브에서 취침

Day 4 – 레만 호수 LAKE GENEVA (이부아르, 에비앙) (숙박: 에비앙)
레만 호숫가의 이부아르(Yvoire)로 출발 (95km, 1 시간 15 분 소요)
프랑스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매력적인 어촌 마을 이부아르 도착, 산책하며
마을의 중세 풍경 감상, ‘오감의 정원’ 자르댕 생크 상 방문
호숫가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감자튀김을 곁들인 로컬 민물 농어 요리 추천)
오후 에비앙으로 출발(26km, 30 분 소요)
럭셔리 스파 & 골프장을 갖춘 에비앙의 호숫가 나루터와 벨 에포크 시대의
건축물이 남아 있는 시내, 팔레 뤼미에르 문화센터, 에비앙 생수의 수원지 등 방문
에비앙 호텔 체크인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에비앙 카지노 즐기기
에비앙에서 취침
Day 5 – 에비앙 EVIAN – 제네바 GENEVA
에비앙의 리파이유 성에서 와인 시음 또는 레만 호수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로잔
(Lausanne)이나 시용 성(Chateau Chillon)까지 둘러보기
점심식사 후 제네바 국제공항으로 이동(45km, 1 시간 소요)
여행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