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847-759-8813

세부일정
일자
제1일

지역
미국
프랑크푸르트
(독일)

세 부
시카고 오헤어 공항 출발

일

정

식 사
기내식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 (11:00AM 이전)
가이드 미팅 후 중식
뉘른베르크로 이동하여 구시가지의 중심인 중앙 마르크트 광 중: O
장, 성모교회 관광

제2일

독일 바이에른 주의 주도시인 뮌헨으로 이동
뉘른베르크
뮌헨

호텔 투숙 및 휴식

석: O

HOTEL: VIENNA HOUSE GUNZBURG 또는 동급
호텔 조식 후 뮌헨으로 이동
뮌헨의 중심인 마리엔 광장, 첨탑이 인상적인 시청사 관광

뮌헨
짤츠캄머굿

짤츠부르크 동쪽, 산과 호수의 조화가 아름다운 짤츠캄머굿 지
역으로 이동
짤츠캄머굿의 장크트 길겐으로 이동
잠크트 길겐에서 볼프강 호수 조망

조: O

볼프강 호수: 바트 이슐 북서쪽에 위치한 호수로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기 좋은 곳
중: O
♣ 추천옵션 : 짤츠캄머굿 유람선 & 케이블카[70유로/인당]

제3일

동화같은 호숫가 마을 할슈타트로 이동
짤츠부르크

(오스트리아)

석: O

※ 할슈타트는 기상에 따라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관광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모짜르트가 탄생한 도시 짤츠부르크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SALZBURG WEST HOTEL 또는 동급
호텔 조식 후 짤츠부르크 시내관광
★ 미라벨 정원: 영화 “SOUND OF MUSIC”에서 마리아와 아이
들이 도레미 송을 불렀던 장소

짤츠부르크

★ 모짜르트 생가(외관): 모짜르트가 태어나 17세까지 살았던
집으로 노란색 외관이 인상적인 건물
★ 게트라이데거리: 특색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간판들로 가
득한 짤쯔부르크 최대의 번화가

블레드
(슬로베니아)
제4일

오파티아
(크로아티아)

★ 율리안 알프스의 진주 블레드로 이동

조: O

★ 블레드성(내부): 깍아지른듯 한 바위 절벽 위에 우뚝 솟아있
는 요개와 같은 성으로 800여년 동안 유고블라브 왕가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었다.

중: O

★ 마리아 승천 성당(외부): 블레드 호수 한 가운데 블레드 섬
에 있는 바로크 양식의 성당으로 성당의 종을 세 번 울리면 사
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

석: O

★ 블레드 호수: 율리안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인 길리 2,120m,
폭 1,380m, 최고수심 30.6m에 달하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호수
로 많은 별장과 호텔이 둘러싸고 있다.
♣ 선택관광: 블레드 섬(40유로/1시간 소요)
오파티아로 이동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REMISENS HOTEL ADMIRAL 또는 동급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847-759-8813

세부일정
일자

지역

세 부

일

정

식 사

호텔 조식 후 베네치아의 선물이라는 뜻의 자다르로 이동
오파티아
자다르

자다르(ZADAR) 구시가지 관광
★ 성 아나스타샤 대성당: 자다르의 성인 성 아나스타샤의 유
골이 안치되어 있는 곳, 외관 중앙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2개의
조: O
장치 참이 인상적이다.
★ 포럼: 로마시대의 중심 광장터,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제5일

★ 성 도나타 성당: 자다르를 대표하는 건물로 로마 포럼을 장
식하고 있던 기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드러운 곡선의 원통형 외관이 독특하다.
네움
(보스니아)

중: O

석: O

★ 바다 오르간: 바다가 연주하는 세계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
네움으로 이동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GRAND HOTEL NEUM 또는 동급

네움

두브로브니
크
(크로아티아)

호텔 조식 후 아드리아 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두브로브니크로
이동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관광(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 플라차거리(스트라둔): 서쪽의 파일 게이트에서 동쪽의 플
로체 게이트까지 이어지는 구시가지의 중심거리로 대리석으
로 된 바닥은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로 인해 매
끄럽게 닳았다. 아름다운 길을 따라 상점과 노천카페가 늘어
서 있고 항상 관광객들로 가득한 곳이다.
★ 스폰자궁(외관): 플라차 거리 끝, 우아한 아케이드와 긴 고
딕 양식의 창문이 인상적인 건축물로 두브로브니크 여름축제
조: O
의 개막식이 열리는 곳이다.
★ 렉터 궁전(외관): 15세기 중반 나폴리의 건축가에 의해 지
어졌으며 궁전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소박한 외관이 특징이 중: O
다.

제6일

★ 대성당: 두브로브니크의 수호성인 성 블라이세의 유물을
석: O
포함한 수많은 보물이 있는 것으로 유명
★ 올드 항구: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이나 크루즈가 정박하며
수많은 요트가 떠 있는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 두브로브닉 성벽(외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높이 25M,
두께 최대 6M, 둘레 2KM에 이르는 성벽
♣ 선택관광: 두브로브닉 성벽 + 스르지산 전망대 + 크루즈
(90유로)
스플릿

스플릿으로 이동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HOTEL KATARINA 또는 동급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847-759-8813

세부일정
일자

지역

세 부
호텔 조식후 스플릿 시내관광

일

정

식 사

스플릿 관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스플릿

★ 디오클레시안 궁전 :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아누스가 건설한
3만㎡ 달하는 궁전으로 아드리아해 연안 최대의 로마 유적
★ 성 도미니우스 성당: 스플릿의 초대 주교 도미니우스의 관
이 모셔져있는 성당으로 60m 높이의 종탑에 오르면 스플릿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 그레고리우스 닌 동상 : 10세기경 크로아티아의 주교로 크
로아티아인들이 자국어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주장했던 인물.
동상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전설이 있다.
★ 리바 거리 : 마리안 해안을 따라 이어진 도로로 야자수가 줄
조: O
지어 서 있고, 노천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거리

달마시안의 작은 보석 트로기르로 이동
제7일

트로기르구시가지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관광

중: O

★ 성 로렌스 성당(외관) : 13-15세기에 완성되었으며, 거장 라
도반(Radovan)과 그의 동료들이 새긴 정교한 조각이 있는 라 석: O
도반의 정문이 인상적이다.
★시청사 : 광장 남쪽 시계탑 옆의 건물. 원래는 뱃사람들의 수
호성인 성 세바스티안 위해 세운 교회
★성 도미니크 수도원(외관): 성당의 내부는 바로크 제단으로
되어있으며, 입구는 니콜라스 덴테라는 거장이 14세기에 만
들었다.
트로기르
(크로아티아)

★카메를렝고 요새(외관) : 베니스인들이 13-15세기에 세운 해
군기지였으며, 한때는 도시 성벽의 일부였다. 지금은 야외 극
장과 무대가 설치되어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플리트비체 레이크로 이동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MIRJANA RASTOKE 또는 동급

플리트비체

(크로아티아)

호텔 조식 후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으로 이동

◈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
1979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록된 국립공원. 각도에 따라
다른 색깔로 빛나는 16개의 신비한 호수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90여개의 폭포 줄기, 호수 위 나무 다
리까지, 마치 요정이 사는 동네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
으킨다. 국립공원의 면적은 295평방Km, 호수는 2평방Km로서 조: O
물빛은 투명한 파란색에서부터 초록색까지 물의 깊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유럽에서 가장 아
름다운 자연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받는다.
중: O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지역은 자연 그대로를 살린 나뭇길 등
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꼭 굽이 낮은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
시기 바랍니다.
석: O

제8일

부다페스트
(헝가리)

※ 동절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국립공원 입장이 불가할 경
우 다른 관광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뉴브의 진주라 불리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 선택관광 : 다뉴브강 야간 유람선 [40유로 / 약 1시간 소요]
HOTEL: DANUBIUS HOTEL KATARINA 또는 동급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847-759-8813

세부일정
일자

지역

세 부

일

정

식 사

호텔 조식 후 부다페스트 관광
★ 겔레르트 언덕 : 해발고도 235m 작은 산, 다뉴브 강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는 곳
부다페스트
(헝가리)

★어부의 요새 : 19세기 어부들이 적의 침입을 방어한 데서 이
름이 유래하였다고 하며, 고깔모자를 씌운 듯 뾰족한 7개의 흰
색 지붕이 인상적인 건축물
★ 국회의사당 [외관] : 다뉴브 강변에 있는 건축물 중 최고 걸
작으로 꼽히는 네오 고딕 양식의 건물

제9일

★ 세체니 다리 : 다뉴브 강을 가로지르는 부다페스트의 상징,
부다와 페스트 지역을 연결한 최초의 다리

조: O
중: O

★영웅 광장 : 헝가리 건국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커 석: O
다란 광장
비엔나

합스부르크 왕가의 심장이었던 비엔나로 이동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 선택관광 : 비엔나 야간 음악회 관람 [80유로]
HOTEL: ARCOTEL KAISERVASSER 또는 동급
호텔 조식 후
★ 시청사 [외관] : 네오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물, 광장에는 일
년 내내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립니다.

비엔나
(오스트리아)

★ 성 슈테판 성당 [외관] :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열
렸던 웅장한 성당, 비엔나의 랜드마크
★케른트너 거리 : 슈테판 광장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비엔나
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거리
★ 벨베델레 궁전 (내부 입장) 관광 -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아
름다운 바로크 양식
◈ 쉔부른 궁전 (Schonbrunn Palace)과 부속 정원 [입장]

조: O

궁전의 기원은 17세기 초 마티아스 황제가 아름다운 분수
(Schoner Brunnen) 를 이곳에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합스부 중: O
르크 왕가의 여름궁전으로 마리 앙뜨와네트가 어린 시절을 보
낸 곳이기도 하다. 건물은 '마리아 테레지안 옐로'로 알려진 황
갈색으로 칠해져 있고 창문은 녹색으로 눈에 띄게 칠해져 있 석: O
다. 총 1,440개의 방 가운데 현재는 46개만이 일반에 공개된다.

제10일

궁전안의 정원은 고전과 결합한 로코코 양식의 아름다운 바로
크 정원으로서 툰의 샘과 로마유적, 그리스풍 석조인 글로리에
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프라하

프라하로 이동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 선택관광 : 프라하 야경투어 + 올드트램 또는 클래식카 탑
승 [50유로]
HOTEL: CORINTHIA HOTEL PRAGUE 또는 동급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847-759-8813

디럭스 동유럽 9박 10일

세부일정
일자

지역

세 부

일

정

식 사

호텔 조식 후 프라하 관광
프라하
(체코)

● 프라하 성 : 현존하는 중세 시대의 성 중 가장 큰 규모로
천년 역사의 유럽 건축사를 볼 수 있는 프라하의 대표적인 건
축물 입니다.
★ 흐라트차니 광장 : 프라하성 관광의 기점. 궁전이 둘러싸
고 있는 프라하 성 정문 앞의 광장
★ 성 비트 대성당 : 길이 124m, 폭 60m, 천장 높이 33m에 조: O
이르는 대규모의 성당
●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

제11일

★ 프라하 구시청사 & 천문시계 : 매시 정각에 열리는 시계
쇼가 유명한 아름다운 천문시계
★ 얀 후스의 군상 : 체코의 영웅 얀 후스를 기리기 위해 만든
동상으로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에서 소원이 벽이 있던 장
소
뉘른베르크
(독일)

중: O

석: O

★ 틴 성당 : 뾰족하고 화려한 두 개의 첨탑이 인상적인 성당
뉘른베르크로 이동 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HOTEL NH FURTH NURNBERG 또는 동급
호텔 조식 후 중세 바로크풍의 고도 뷔르츠부르크로 이동

뉘른베르크
뷔르츠부르크
제12일

(독일)

로멘틱가도가 시작하는 뷔르츠부르크에서 마리엔베르크 요
새, 마르크트 광장,레지덴츠 궁전(외부)
조: O
카펠레 교회 , 뷔르츠 부르크에서 구시가지 관광 후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프랑크푸르트 시청사(외관), 뢰머 광장 관광 및 쇼핑센터 방
문

프랑크푸르트

중: O

석: O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NH HOTELS AIRPORT WEST 또는 동급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프랑크푸르트(FRA)출발 10:00~11:00AM 사이

제13일 프랑크푸르트

조: O
미국 내 각 도시 도착 후 해산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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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 ★ 놓칠 수 없는 동유럽 & 발칸 상품 핵심 포인트!!! ★ ★
▣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자그레브, 플리트비체, 스플릿, 자다르, 트로기르
☞ 달마시안 해변의 지상 낙원 두브로브니크에서 여유로운 관광
☞ 16개의 호수와 폭포로 이루어진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 [유람선 탑승]
☞ 아드리아 해의 로마 유적지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디오클레시안 궁전
☞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아름다운 자연의 음악을 연주하는 자다르의 바다 오르간
☞ 고딕, 로마네스크, 바로크,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들을 보존한 트로기르
▣ [슬로베니아] 블레드 - 율리안 알프스에 둘러싸인 그림같은 호수 마을 블레드
▣ [체코] 프라하
☞ 천년 건축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프라하 성
▣ [오스트리아] 비엔나, 잘쯔부르크, 짤쯔캄머굿,할슈타트
☞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이었던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쉔브룬 궁전[입장]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된, 모차르트의 도시 잘쯔부르크 미라벨정원
▣ [헝가리] 부다페스트
☞ 네오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최고의 전망대 어부의 요새
☞ 도나우 강과 부다페스트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겔레르트 언덕
▣ [독일] 뉘른베르크,뷔르츠부르크,뮌헨
☞ 히틀러가 사랑할 정도로 아름다운 중세 도시 뉘른베르크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분실은 관례에 따라 면책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일정은 현지 또는 항공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혹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 호텔(2인1실 기준), 식사, 한인 가이드, 차량, 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사항
-가이드 및 운전기사 팁, 공동 경비(식당팁 및 물값 등) 하루 일인당 15유로 (전일정 180유로)
-선택 관광, 싱글룸 사용료, 개인경비, 여행자 보험



쇼핑정보: 전 일정 중 총 5회 쇼핑센터를 방문합니다. [두브로브니크, 플리트비체, 부다페스트, 비
엔나, 프라하, 프랑크푸르트]



시간 차이: 시카고시간에 7시간을 더하시면 현지 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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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럭스 동유럽 1-4일차

주요관광지
1.
짤츠부르크 광장, 베를린 장벽)
1. 베를린(포츠담

잘츠부르크(Salzburg)에서는 선율에 취한다. 골목 모
퉁이마다 모차르트의 아리아가 흘러나오고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다.
유럽의 한가운데 있어 ‘유럽의 심장’으로 여겨지던 오
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오랜 기간 고풍스런 예술과
낭만의 교차로였다. 이 곳은 광산으로 부를 축적했고
그 경제력을 자양분 삼아 예술혼을 꽃피워 냈다. 거
리에서 만나는 자취는 흔히 떠올리는 광산지대의 모
습과는 거리가 멀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태어났

으며 아직도 ‘사운드 오브 뮤직’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2. 프라하 성
프라하 성은 프라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프라하 성은
규모가 매우 큰 세 개의 정원과 고대 성벽, 아름다운 정원
이 있으며, 체코 왕들과 로마 황제들, 체코 공화국 및 체코
슬로바키아의 대통령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곳. 프라하 성
은 처음에 교회로 사용되었으며, 카를 4세 왕은 14세기에
프라하 성을 고딕 양식으로 재건됐다.

3. 성비트 성당
고딕 양식을 기초로 디자인한 성 비트 대성당은 1344년에 건
축에 들어갔지만, 지난 2세기 동안 프라하의 재정상태의 악화
로 1929년까지 완공되지 않았다. 성당 내부에 있는 예배당에
는 성 바츨라프의 유해가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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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럭스 동유럽 4-6일차

주요관광지
4. 짤즈부르크 & 미라벨 정원
영화 ‘The sound of music' 배경이 되는 곳이 오스트리아

에 있는 짤츠부르크다. 짤츠부르크의 ‘미라벨 정원’은 영
화에서 마리아가 폰트랩 저택으로 가는 장면과 커텐으로
만든 옷을 입은 아이들이 나무에서 노래를 부르던 장면
등 영화와 함께하는 관광지라 할 수 있다.

5. 쉔부른 궁전
쉔부른궁전은 18세기부터 왕조가 끝날 때까지 합스부르크
의 여름 별장이었다. 대칭의 궁전 건물은 황실 저택에 대한
기대에 필적할 만하다. 내부는 바로크와 로코코풍, 멋진 천
장 프레스코와 한때 모차르트가 황제 가족을 즐겁게 한 거
울의 방을 자랑한다.

6. 케른트너 거리 & 성슈테판 성당
케안트너 거리는 거리의 악사들이 연주를 하거나 작은 공연
들이 펼쳐진다. 최고급 보석가게와 카지노가 들어서 있고
비발디가 숨을 거둔 아파트와 슈테플 백화점도 있고 보행자
전용거리다. 슈테판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시작하여

고딕 양식으로 모짜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치뤄진 곳이
다. 137m의 첨탑과 25만개의 벽돌(기와)로 만들어 진 모자
이크 지붕이며 빈의 혼으로 불리우는 첫번째 상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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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럭스 동유럽 7-9일차

주요관광지
7.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의 기록된 역사는 서기 89년경에 건설된 로마 제국의 아쿠인쿰 성에서
시작된다. 이 성은 훗날의 오부더의 터에 가까운 곳에 자리잡았던 켈트족의 거주지
역에 세워졌으며 106년부터 4세기말까지는 로마 제국의 저 판노니아 주의 주도였다.
훗날의 페슈트 자리에는 '아쿠인쿰 반대편'의 뜻인 콘트라 아쿠인쿰이 세워졌다.
부다 왕궁은 헝가리 국왕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성채이다. 중
세와 바로크, 19세기 양식의 가옥들과 공공건물들로 유명한
옛 성곽 지역 옆에 있는 부다 언덕 남쪽 꼭대기에 지어졌다.
부다 성은 1987년 공표된 부다페스트 세계문화유산의 일부.
겔레르트 언덕은 아주 흥미진진한 장소.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
해 드리는 곳. 이곳에는 유명한 겔레르트 온천이 있고, 웅장한
겔레르트 동굴이 있다. 언덕에서 내려다 보면 아름다운 다뉴브
의 전경과 역사적인 동상들, 숲과 박물관 등이 펼쳐진다.
부다페스트 최대의 성당으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성
이스트반 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성당으로 1851년부터 50
여년간의 공사기간를 거쳐 1905년 완공됐다. 중앙 돔의 높이
는 96m, 이는 헝가리인의 조상인 마자르 족이 처음으로 자리
잡은 해인 896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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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럭스 동유럽 7-9일차

주요관광지
8.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 중에서 가
장 아름다운 곳이라 알려진 곳으로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곳이다. 이 공원은 자그레브(Zagreb)과 자다르(Zadar), 두
도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행정 구역상으로
는 리카센 주, 카를로바츠 주에 위치한다. 약 19.5Ha에 해당
하는 면적의 숲으로 이루어진 이 국립공원은 곳곳에 16개의
청록색 호수가 크고 작은 폭포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약 18km 길이의 인도교
는 개울 위를 지나기도 하고, 개울이 인도교 위를 지나 얕게
흐르기도 하여 매우 상쾌한 산책로를 형성하고 있다. 플리트
비체 국립공원은 197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
로 지정되었으며, 보존을 위해 내부의 모든 인도교, 쓰레기

통, 안내표지판 등을 나무로 만들었고, 수영, 취사, 채집, 낚
시가 금지되어 있으며 애완동물의 출입도 막고 있다

9. 블레드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를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이다. 빙하 활동
으로 인해 형성된 호수인 블레드 호로 유명하며 블레드 호
주위에는 바위로 만든 블레드 성이 있다. 호수의 최대 길이는
2,120m, 최대 너비는 1,380m이며 최대 깊이는 30.6m이다.
호수 주변은 맑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산 주변이나 성
을 포함한다. 호수 주변에는 중세 시대에 세워진 블레드 성이
있고 호수 위에는 슬로베니아의 유일한 자연 섬인 블레드 섬
이 있다. 블레드 섬에서 가장 큰 건물은 15세기에 건설된 성
모 마리아 교회로 길이가 52m에 달하는 탑과 계단 99개가
있다.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결혼식을 연다.

준비물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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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V

신분증

시민권자 – 여권
영주권자 – 여권 + 영주권
여권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
아 있어야 하고, 사진이 있는 1면
은 복사해서 다른 곳에 보관

부치는 가방

항공권

전자티켓으로 저희가 드리는
일정표와 예약번호를 가지고
공항에 나가시면 됩니다.

복장

일교차에 대비하여 윈드점퍼나
스웨터 준비. 모자, 선글라스, 자
외선 차단제, 우산을 준비하시고,
걷기에 편한 신발과 슬리퍼나 샌
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보조 가방

환전

여권, 지갑,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전자제품은 어깨에 메는 작
은 가방에 넣으시고 항상 휴대하
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현금대신
여행자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

유로화를 사용하시며, US달러 소
액권을 소지하시어 현지에서 필
요한 만큼만 환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지에서는 달러사용이
불편합니다)

전기 용품

상비약

위탁수하물

위탁수하물은 항공 티켓마다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면도구

사용 전압
220V

칫솔 치약, 면도기 등 세면도구를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220V를 사용하므로 여행용 어댑
터(ADAPTER)와 트랜스포머를 준
비하셔야 헤어드라이어, 전기 면
도기, 비디오 카메라 등을 사용,
혹은 충전 하실 수 있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해열제
등 본인에게 맞는 상비약을 준비
하시면 좋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의사의 처방전과 여행
일수에 맞는 충분한 약을 준비)

음식물

시차

귀중품

시카고 시간에서
7시간을 더하면
현지 시각이 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컵라면, 고추장,
김, 스낵 등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간혹 분실이나 도난 사고가 발
생하니 귀중품은 지참하지 마시
고, 가급적이면 현금 대신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관광지에는 어느 곳이든지
소매치기나 날치기가 많으니 항
상 소지품을 조심하시고, 일행에
서 낙오하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
니다. (여권이나 영주권 카피는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보험 안내서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847-759-8813

여행보험안내

Why?
FREESTYLE

1.
2.

여행자보험은 예기치 못한 잠재적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무일 없이 여행일정을 무
사히 마치고 오시지만 예상치 않게 병원치료를 받는다거나 물
건을 도난 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
발 상황에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 여권, 티켓 분실

▶ 사고, 부상

▶ 수하물, 귀중품 분실

▶ 여행, 항공기 캔슬

여행 스케줄 캔슬이 필요 없는 여행자를 위한 알뜰 플랜
여행 중 24시간 긴급 여행지원 서비스, 메디컬 케어 포함
Freestyle plan Cost

Insurance Coverages
Maximum Limit
Up to 100%
Up to 150%
$1,000
$500
$1,000
$200
$50,000
$250,000
$50,000

Coverage
Trip cancelation (trip cost insured)
Trip Interruption (trip cost insured)
Trip Delay (Maximum $150/day)
Missed Connection
Baggage Coverage
Baggage Delay
Medical and Dental Coverage
Emergency Assistance & transportation
Accidental Death – Air Flight Accident

FREESTYLE LUXE

Trip Cost Per Person (up to 30days)
AGE

$1,501 $2,001 $2,501 $3,001 $3,501
-$2,000 -$2,500 -$3,000 -$3,500 -$4,000

31-50

$98

$123

$143

$162

$180

51-60

$110

$137

$163

$186

$211

61-70

$151

$187

$223

$259

$292

71-75

$200

$251

$305

$351

$397

76-80

$238

$300

$359

$413

$460

81-84

$315

$388

$454

$534

$610

85+

$402

$494

$571

$657

$741

1. 여행 출발 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여행 캔슬 시 보상
2. 여행 중 24시간 긴급 여행지원 서비스, 메디컬 케어, 렌탈카 보상 포함

Insurance Coverages

Freestyle plan Cost

Maximum Limit Coverage
Up to 75%
Trip Cancellation (ANY REASON)
Up to 100%

Trip Cancellation (trip cost insured)

Up to 175%

Trip Interruption (trip cost insured)

$1,000
$1,000
$1,500
$500
$250,000
$1,000,000
$100,000
$50,000
$50.000

Trip Delay (Maximum $150/day)
Missed Connection
Baggage Coverage
Baggage Delay
Medical and Dental Coverage
Emergency Assistance & transportation
Accidental Death – Air Flight Accident
Accidental Death – Travel Accident
Rental Car Damage

Trip Cost Per Person (up to 30days)
AGE

$1,501 $2,001 $2,501 $3,001 $3,501
-$2,000 -$2,500 -$3,000 -$3,500 -$4,000

31-50

$144

$179

$213

$249

$281

51-60

$162

$202

$239

$282

$320

61-70

$222

$272

$327

$381

$434

71-75

$281

$345

$411

$474

$541

76-80

$358

$438

$516

$627

$722

81-84

$509

$614

$727

$827

$945

85+

$568

$697

$843

$956

$1089

★ ★ 상기 명시된 요금은 참고용 견적으로 실제 구매 시 총 요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여행자 보험 구매 시점에 따라 차후 보상 범위와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