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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님 VIP 투어 일정 및 견적서 

홍길동님 3인  

HONG, GILDONG  

전화. +82-(0) 10-1111-1111 

E-mail. 1111111@hanmail.net 

 

Walking Tour. Wien-Prag 27. Mai 2014 

날짜 숙박위치 참고사항 차량 참고사항 

제 1일 

 

비엔나 17:35 비엔나 도착 공항 픽업  

호텔 체크인 

전용차 가이드동행

Hotel 5 Star 

  

제 2일 

 

비엔나 10:00 비엔나 시내 관광 

벨베데레 미술관-오페라하우스-케른

트너 거리-슈테판성당-구 황궁-황궁

정원(모짜르트 기념상)-대통령 공관-

수상 공관-미술사 박물관-마리아테레

지아 광장-자연사 박물관-국회 의사

당-빈 시청-비엔나 대학-쇤브룬 궁전

전용차 가이드동행

Hotel 5 Star 

  

제 3일 

 

비엔나 09:00 비엔나 자유여행 및 휴식 

전일 가이드와 비엔나를 여행 하였으

므로 오늘은 여유 있는 자유여행 

도보 가이드없음

Hotel 5 Star 

  

제 4일 

 

알프스팬

션/호텔 

09:00 잘츠부르그 이동 시내 관광 

미라벨정원-지휘자 카라얀 생가-

게테라이데거리-모짜르트생가-

레지덴츠(Residenz)광장-잘츠부르그 

대성당-호헨 잘츠부르그성-알프스 

이동 후 호텔 체크인 

전용차 가이드동행

Hotel 팬션/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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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일 

 

체스키 

크룸로프 

09:00 알프스 할슈타트 관광알프스 

잘츠캄머굿 할슈타트 관광-호수마을 

장크트 볼프강-장크트 길겐-체코 

체스키 크룸포르 도착 

전용차 가이드동행

Hotel 팬션/호텔 

  

제 6일 

 

프라하 09:00 체스키 관광후 프라하 이동 

프라하 도착 후 호텔 체크인 

전용차 가이드동행

Hotel 5 Star 

  

제 7일 

 

프라하 10:00 프라하 시내 관광 

프라하성-스트라호프수도원-

로리타광장-체르니궁전-토스카궁전-

흐라드차드니광장-대통령궁-

비따성당-구황궁-황금소로-까를교-

구시가 광장-천문시계-신시가-

프라하의 봄-바츨라프광장-

국립박물관 등 시내관광 

도보 가이드동행

Hotel 5 Star 

  

제 8일 

 

항공기 09:00 프라하 자유 여행 및 휴식 

전일 프라하를 여행하였으므로 

오늘은 여유 있는 자유여행 

14:00 프라하 가이드 호텔 대기, 

이동 차량에 손님 태워드리고 

호텔에서 아웃 

15:40 프라하 공항 출발 

도보 

 

 

전용차 

오전중 가

이드 없음

 

가이드호텔

에서아웃  

  

제 9일   14:50 인천공항 도착 

항공 소요시간 약 16 시간 

  

     

합계 조식 및 점심, 저녁 식사, 관광지 입장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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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투어는 세부 일정이 필요치 않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여행지를 기재하였으며 손님의 

항공기 도착시간, 체류기간 등에 따라 일정이 추가 또는 축소 될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 학회 등으로 인해 현지 호텔이 부족할 경우 호텔의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는 투어일에는 전일 가이드와 함께 투어 하도록 일정이 맞춰져 있으며 

다음날 여유 있는 자유여행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전일 가이드가 투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맛집 탐방도 투어 중 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이 가능합니다.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할인 항공권 예약을 대행해 드립니다.  

비엔나 인, 프라하 아웃 일정 항공권=이코니미 120-170만원선, 비즈니스 350-600 

만원선으로 고객과 상의 후 원하는 항공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투어요금 

구분 예약금 잔금 비고 

6세이하 잔금 1.700 유로 보호자 침대 사용 

26세이하 1.200.000원 1.700 유로  

성인 1.500.000원 1.700 유로  

4성급 호텔 이용시 잔금에서 1인=300 유로 할인 (6세 이하는 요금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