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동서식품 장기근속 해외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세부 일정표
날   짜 도     시 교 통 편 시 간 식   사

제01일 인천  인천 국제공항 집결

KE 931 14:15  인천 출발/ 로마로 향발

로마 19:30  로마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석:한   식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4성급

제02일 로마  호텔 조식 조:호텔식

전용버스 전일  세계 3대 소국중 하나인 바티칸 시국의 바티칸 박물관 중:현지식

 및 시스틴 예배당, 성 베드로 성당 관광 (마짱꼴레)

* 마짱꼴레는 이탈리아 정통 해물 특식으로 각종 해산물들과 더불어 석:한   식

  와인이 제공되는 만찬 + 와인 (가재요리 추가)

 고대 로마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포로로마노

 원형극장 콜로세움 외관, 약속의 트레비 분수 등 관광

 * 벤츠투어 포함 *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  4성급

제03일 로마  호텔 조식 조:호텔식

 전용버스 전일  르네상스의 발생지인 꽃의 도시 피렌체로 이동 중:현지식

피렌체  꽃의 성모마리아 대성당, 피렌체 정치의 중심 무대가 되었던 시뇨리아 광장 석:한   식

 단테 생가 외관 등 시내 관광

 물의 도시 베니스로 이동하여 가이드 미팅 

베니스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  4성급

제04일 베니스  호텔 조식 조:호텔식

전용버스 전일  나폴레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 격찬했던 산 마르코 광장 중:현지식

 베니스의 수호성인인 마르코의 유채를 모시기 위해 창건한 산 마르코 대사원 석:현지식

 두칼레 궁전과 감옥을 연결하는 탄식의 다리

  베니스의 명물 곤돌라 탑승 등 관광

 패션의 도시 밀라노로 이동 

밀라노  밀라노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의 하나인 라스칼라좌 외관

 고딕 양식의 두오모 성당 외관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 외관 등 관광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  4성급

제05일 밀라노  호텔 조식 조:호텔식

전용버스 전일  스위스 인터라켄으로 이동 (약 4시간) 중:한   식

 중식 후 석:현지식

인터라켄  알프스 최고봉인 융프라우를 산악열차 탑승하여 등정 (미트퐁듀)

 얼음동굴, 스핑크스 전망대, 아름다운 만년설 등 관광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  4성급

DAY-1 : 인천출발 KE931
DAY-2 : 로마 관광 - 바티칸 투어, 콜로세움, 벤츠투어
DAY-3 : 피렌체 관광 - 성모마리아 대성당, 시뇨리아 광장, 베니스 이동
DAY-4 : 베니스 관광 - 산마르코 대사원, 곤돌라 탑승, 밀라노 이동
DAY-5 : 인터라켄 관광 - 융프라우 산악열차 탑승
DAY-6 : 파리 관광 - 루브르 박물관, 디너크루즈
DAY-7 : 파리 관광 - 베르사유 정원, 샹제리제 거리, 개선문, 에펠탑
DAY-8 : 인천도착 KE902

여      행      일      정



날   짜 도     시 교 통 편 시 간 식   사여      행      일      정

제06일 인터라켄  호텔 조식 후 조:호텔식

전일  취리히 역으로 이동 중:현지식

취리히 T.G.V  취리히 출발 - 파리로 이동 석:디너크루즈

 파리 도착 후 가이드 미팅

파리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로 "모나리자"와 같은 걸작을 보유하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 

 디너크루즈 최고급 코스요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파리 야경투어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4성급

제07일 파리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조:호텔식

전용버스 전일  태양왕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의 상징, 베르사이유 궁전 및 정원 중:현지식

   유명 백화점이 즐비한 파리 시내 번화가 샹제리제 거리 석:한   식

  나폴레옹에 의해 건축된 파리 대표 건축물 개선문

 에펠탑 관광 (에펠탑 2층 전망대는 시간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KE 902 21:00  파리 출발/ 인천으로 향발

제08일 인천 15:00  인천 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