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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야의 나라 북유럽 4 국에서 대자연의 감동과 유럽의 문화를 함께 느껴보세요 

   북유럽(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러시아 5 개국 14 일 
               “피요르드가 너무 아름다워 하루 늘렸습니다”
 출발일 6/17, 7/2, 7/23, 8/8 상품가 $4,350 + AIR 

호텔(2 인 1 실사용기준), 일정상식사, 전용차량, 한국어가이드, 기사, 입장료 

항공, 호텔매너팁, 식당팁, 식사시생수비등 (가이드,기사팁),선택관광, 여행자보험,기
타개인경비    *러시아 비자수수료 별도 (발급소요기갂에 따라 요금 상이) 

Q. 날씨는 어떤가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편이며, 여름 평균기온은 15~25 도 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출발전 안내드립니다. 
 
Q. 환전은 어떻게 하나요? 
전반적으로 유호화가 통용되는 나라로 골고루 환전하면 유용합니다. 
500~1000 유로정도 환전하시고 크레딧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호텔 에티켓팁 경우에는 달러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러시아비자는 받아야 하나요? 
한국여권은 60 일이내 체류목적의 러시아입국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여권은 러시아비자가 필요하므로 발급받아야합니다. 
■ 공동경비 - 가이드,기사팁,식당팁,식사시 생수비용 210 유로 ( 꼭유로로준비해주세요.) 
■ 준비물 - 출발일기준 6 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영주권카드(한국여권소지자) 
갂편한복장,자켓,운동화,칫솔,치약,선크림,선글라스,모자,개인상비약,카메라등 
 
■ 선택관광 - 선택관광을 하실붂들은 유로로 준비하셔야합니다. 
▣ 국립발레단 “백조의호수” 160 유로/1 인(상뜨페테부르크)  

▣ 서커스 80 유로/1 인(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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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공항 (LAX) 국제선 항공사앞 집결 
- 로스앤젤레스공항출발, 비엔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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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전 ▒ 
덴마크 코펜하겐 - 왕실의 보물이 전시되어 있는 로젠버그성 보석관(내부관광) 
노르웨이 북유럽 상품의 하이라이트!! 게이랑에르 유람선 탑승, 장엄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플롬-
뮈르달 구갂 '로멘틱열차„ 플롬라인 탑승관광(옵션이 아닙니다)  
'유럽의 푸른 눈'인 브릭스달 푸른빙하 전동차 탑승 관광 
그림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노르웨이 화가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국립 미술관 내부관광 
베르겐 시내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뢰엔산 전망대 관광 
노르웨이 전일정 한국인 가이드 동행(타사 비교 필수) 
스웨덴 스톡홀름 - 북유럽 최고의 건축미를 자랑하는 시청사 내부 관광. 스웨덴 황실의 호화 전함 
바사호가 전시되어 있는 바사 박물관 내부 관광. 연어회를 곁들인 한식 
핀란드 헬싱키(숲과 호수의 나라) - 각종 국가의 종교 행사가 열리는 원로원 광장 및 대성당 
역사와 예술의 나라 러시아 
상뜨페테르부르크 고속열차 알레그로 탑승, 세계 3 대 박물관인 에르미타쥐 박물관 내부 관람 
140 여개의 붂수가 있는 표트르대제의 여름궁정 붂수 공원 관광 
러시아의 심장 크레뮬릮 궁 내부 관광, 세계 3 번째의 규모를 자랑하는 성 이삭 성당 내부관광 
러시아 니꼴라이 대공 궁전에서 현지식으로 점심 식사
 
※ 예약취소시환불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