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간	왕복	티켓	할인쿠폰	[산]	Round Trip

출발	역
Departure

정상요금
Regular Price

할인쿠폰	요금
Coupon Price

스위스	패스(중복할인)*

with Swiss Travel Pass

어린이(만6-15)

Childen Price

1 	융프라우요흐		Jungfraujoch •3454m    연중운행	 |  여행시간 7시간-하루  편도 상행 2시간·하행 2시간 10분  운행간격	30분

6구간
6 Sectors 184.8~

234.8
 150

 135

유레일	패스(중복할인)
Eurail Pass

              145
              140

 20

4구간
4 Sectors 156~

213.6
 145  20

CHF	6	혜택(택1, 1회 사용)          
컵라면

 컵라면(7.9) 무료, 
쇼핑

 쇼핑 차액 지불

3 	휘르스트		First • 2168m    2019.11.30-2020.10.25	/	2020.11.28-	 |  여행시간 4시간-하루  편도 25분  운행간격 연속

그린델발트	-	휘르스트	from Grindelwald to First  64  45  29  20

패키지	1 (곤돌라+액티비티 1개)

Adventure Package incl. 1 activity
74  71  48  41

패키지	2 (곤돌라+액티비티 2개)

Adventure Package incl. 2 activities
89  87  65  55

패키지	3 (곤돌라+액티비티 3개)

Adventure Package incl. 3 activities
106  104  83  69

패키지	4 (곤돌라+액티비티 4개)

Adventure Package incl. 4 activities
120  118  97  82

4 	쉬니케	플라테		Schynige Platte •1967m    2020.5.30-10.25	 |  여행시간 3-5시간  편도 52분  운행간격 40분

인터라켄	오스트	출발  from Interlaken Ost 71.2  45  28  20

5 	하더	쿨룸		Harder Kulm •1322m    2020.4.10-11.1	 |  여행시간 1-2시간  편도 10분  운행간격 30분

인터라켄	-	하더	쿨룸  from Interlaken to Harder Kulm 26~40  23  15  10

6 	뮤렌		Mürren •1645m    연중운행(보수기간 2020.5.4-5.15 / 10.19-11.6)	 |  여행시간 2-3시간  편도 20분  운행간격 30분

라우터부룬넨	왕복  from Lauterbrunnen   라우터부룬넨  그러취알프  뮤렌 22.4  21 -  10

융프라우	철도	할인쿠폰
Korea Special Offer(Korean Passport Only)

* 곤돌라를 타고 올라간 후 내려오면서 정해진 만큼 액티비티 이용

운영기간: 11.30-5.1(①②) / 5.2-10.25(①②③④)

그린델발트보어트휘르스트

트로티바이크마운틴카트글라이더플라이어

슈렉펠트

어드벤처	패키지	Adventure packages   곤돌라+액티비티

통화=스위스프랑(CHF)

발권하려는 항목에 체크  후, 역 카운터에 1인	1매 제출

Please mark  the type of ticket to be issued in advance

유효기간 2019.12.15-2020.12.12(1일 이내 1회)

만6-15세	어린이는 패밀리·쥬니어 카드와 관계없이 어린이 VIP 패스 구입, 성인 혜택 제공

만16-25세	유스는 할인쿠폰과 여권만으로 VIP 패스 유스 발권, 추가(스위스 패스 등) 할인 없음

*  Swiss	Travel	Pass	중복 할인 시 VIP 패스(구간권) 기간만큼 스위스 패스 날짜 사용(사용일 기재)

 예) 스위스 패스로 VIP 3일 패스를 중복 할인 받는 경우, 스위스 패스도 3일 사용(날짜 기재) 해야 함

      융프라우 지역은 VIP 패스 만을, 다른 지역은 스위스 패스·구간권을 각각 사용하는게 합리적 임

*  Swiss	Half	Fare	Card로 VIP 패스·어드벤쳐 패키지 구입시 스위스 패스 중복할인 요금 적용

융프라우	철도	구간권•VIP	패스	유의	사항	안내

■기차 내 검표 시 패스 제시, 곤돌라/케이블카/스키 리프트는 개찰구에 패스를 대고 탑승

 액티비티·혜택은 해당 장소에 패스를 제시하고 무료·할인 혜택 이용

 예) 융프라우요흐 커피바(컵라면), 휘르스트 액티비티 탑승장 등

■ 날짜 기준 연속 사용으로 기간 중에만 모든 노선, 버스, 유람선 탑승 및 혜택 이용 가능

■ VIP 패스는 휘르스트 액티비티 겨울 2종 무료, 여름 4종 50% 할인되어, 융프라우요흐 구간권 + 

 휘르스트 어드벤쳐 패키지 각각 구입보다 유리

융프라우	VIP	패스	이용	안내

현지	융프라우	철도역	발권

인터라켄 오스트, 그린델발트, 라우터부룬넨 

등 역에 발권항목 체크한 할인 쿠폰 제출

결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스위스프랑 결제 

유로·달러는 환전 처리

융프라우	VIP	패스	혜택

겨울	 혜택	 여름

CHF	6	혜택
(택1, 1회 사용)

컵라면

 

식당

 

쇼핑

 컵라면(7.9) 무료, 식당ㆍ쇼핑 차액 지불 

융프라우요흐
액티비티

스노우 펀(45), 눈썰매(25), 짚라인(25), 스키ㆍ보드(35) 40%
5월중 

-10월중

휘르스트
액티비티

플라이어(31), 글라이더(31) 무료 

플라이어(31), 글라이더(31), *마운틴 카트(21), 
*트로티 바이크(21) 50%   *5.2-10.25

4.10-10.25

마을	
액티비티

인터라켄 플라잉 휠 자전거 대여 20% 할인(E-bike제외)

12.14-2.22 인터라켄 아이스 매직 입장권(9) → 6(장비 대여 별도)

벵엔 야외 수영장 입장(4) 무료, 미니 골프(6.5) 50% 6월중-9월중

그린델발트 아이스링크 입장 무료(장비 대여 별도) 6월말-4월말

인터라켄 하이디 스위스 포토 샬레 스위스 전통의상 촬영 20%

유람선 브리엔츠(54), 툰(77) 무료

베른	열차 인터라켄 웨스트–스피츠–툰–베른 열차(56) 무료 

좌석	예약 클라이네 샤이텍–융프라우요흐 왕복 예약 1회 무료(10) 6-8월 추천

버스

인터라켄 Zone 750 버스, 
기차(인터라켄 오스트–웨스트) 무료

그린델발트 121, 122, 123번 버스 무료

스키/보드

스포츠 패스 1-6일(66-309) 무료

클라이네 샤이텍 Wyss Sport 스키ㆍ스노우보드 렌탈 15%

INTERSPORT Rent-Network 
스키ㆍ스노우보드ㆍ눈썰매 15% 할인

쇼핑

Top of Europe Shops	15% (융프라우요흐, 클라이네 
샤이텍, 휘르스트, 인터라켄 플래그십 스토어)

인터라켄 키르호퍼 현금 10% 카드 8%

인터라켄 펑키 초콜릿 클럽 20%

식당

휘르스트 
레스토랑  베이컨, 사과 소스 알파인 
마카로니(21.5)→16.5

4.10-10.25

쉬니케플라테 레스토랑 슈니 첼+프렌치프라이+아이스크림 5.30-10.25

하더 쿨룸     
레스토랑 조각치즈, 뢰슈티, 라클렛, 그릴 
스테이크 10% 할인

4.10-11.1

인터라켄    
Schuh(슈) 레스토랑  퐁듀 세트 (59)→49
Des Alpes  스위스 치즈 퐁듀 10% 할인

그린델발트 
Hotel Derby 일품요리 8%할인(퐁듀, 라클렛 
제외)

벵엔                           
레스토랑 Silberhorn-Stube 일품요리 10% 할인
레스토랑 Da Sina 일품요리 5% 할인

구간	티켓	할인쿠폰	[마을]	One Way·Return                                                                              

I'Ost  Gw    인터라켄 오스트  그린델발트  11.2   7   5 I'Ost  Lbr    인터라켄 오스트  라우터부룬넨  7.6   7    5 I'Ost  We  인터라켄 오스트  벵엔  14.4   12   5
Gw  I'Ost    그린델발트  인터라켄 오스트  11.2   7   5 Lbr  I'Ost   라우터부룬넨  인터라켄 오스트  7.6   7    5 We  I'Ost  벵엔  인터라켄 오스트  14.4   12   5
Gw  Zl  Lbr 그린델발트  ▲쯔바이뤼취넨  라우터부룬넨  9   7   5 Gw  Zl  We 그린델발트  ▲쯔바이뤼취넨  벵엔 15.8   12   5 패밀리·쥬니어	카드를 소지한 어린이 구간권 무료  

▲ 쯔바이뤼취넨 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함Lbr  Zl  Gw 라우터부룬넨  ▲쯔바이뤼취넨  그린델발트  9   7   5 We  Zl  Gw 벵엔  ▲쯔바이뤼취넨  그린델발트 15.8   12   5

 가능   불가능

Schreckfeld

Bort

융프라우	여름	VIP	패스	
적용 구간·혜택  2020.04.10-2020.11.27

3휘르스트	 2168m 

First 25분

11.30-10.25/11.28-

컵라면 식당

마운틴	카트	
5.2-10.25

트로티	바이크
5.2-10.25

버스	
121, 122, 123번

아이스링크	
6월말-

50%

Eismeer

그룬드
Grund

빌더스	빌
Wilderswil

그린델발트		1034m

Grindelwald  33분

그린델발트	터미널
Grindelwald Terminal 30분

인터라켄	오스트	 567m

Interlaken Ost 출발역

아이거	글렛쳐

Brandegg
Alpiglen

Burglauenen

Lütschental

7

멘리헨	 2230m 

Männlichen 20분, 6분

**5.9-10.25

2클라이네	사이텍	 2061m 

Kleine Scheidegg 74분

연중
컵라면 식당

식당

식당

쇼핑

Schwendi

Breitlauenen

유람선		 -10.18

Jungfrau
4158 m

Wengernalp

Winteregg벵엔		 1274m

Wengen  44분

라우터부룬넨		796m

Lauterbrunnen 20분

Zweilütschinen

Allmend

툰	호수	
Thunersee

6 뮤렌	 1645m 

Mürren 20분

*연중

야외	수영장	입장	
6월 중-9월 중

미니	골프
5월-10월 중순

스노우	펀		 5월 중순 -10월 중순

눈썰매 짚라인 스키·보드

50%

40%

1 	 		 융프라우요흐 ↔ 묀히요흐 산장 왕복 2h

2 	 37 아이거글렛쳐 → 클라이네샤이텍 1h

	 34 클라이네 샤이텍 → 알피글렌 2h

		 41 클라이네 샤이텍 → 벵엔 2h30′

3 	 1 휘르스트 ↔ 바흐알프 호수 왕복 3h

4 	 61	 쉬니케 플라테 ↔ 라우셔호른 일주 2h30′

5 	 76 하더 쿨룸 일주 1h

2020년	융프라우	철도	&	제휴	노선	운행	적용(VIP	패스)	기간		 2등석 이용

월별 운행 기간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융
프
라
우

철
도

1 	융프라우요흐 

3 	휘르스트

4 	쉬니케	플라테

5 	하더	쿨룸

6 	뮤렌

7 	벵엔–멘리헨

				그린델발트	터미널–멘리헨

	기차	인터라켄 웨스트–베른 

	유람선

	버스	

	스키 

연중

11.30–10.25

4.10-11.1

5.9-10.2512.14-4.13

4.10-11.27

5.30-10.25

*연중(5.4-5.15 / 10.19-11.6 제외)

브리엔츠 4.10-10.18 / 툰 4.10-11.27

인터라켄ㆍ그린델발트 연중

11.30-4.19              (클라이네 샤이텍 기준)

12.14-4.13 **5.21-10.25
유람선

기차		 베른

구간	왕복	티켓

여행기간이 짧고 융프라우요흐 왕복이 

주목적인 경우 적합한 1회 왕복 티켓. 

여행중 중간 역에 내려 하이킹·관광 후 

나머지 구간 이용

VS

융프라우	VIP	패스

2개 이상 산 등정·하이킹·마을 이동 

시 적합. 융프라우철도 노선·마을버스

유람선 & 베른 기차(여름) 무제한 탑승 

및 스키·액티비티·레스토랑·쇼핑 등 

다양한 혜택 제공

6구간
6 Sectors

4구간
4 Sectors

  성인 Adults 		  어린이(만6-15) Children

②③④⑤

②③④⑤

①⑥

융프라우	VIP	연속	패스	Jungfrau VIP Pass

VIP	패스	기간
days Excursion

성인(만 26세부터)

Adults(from age 26)
스위스	패스(중복할인)*

with Swiss Travel Pass

유스(만 16-25, 여권제시) 

Youth(Show Passport)
어린이(만 6-15)

Children

1	Day  180  170  165  30

2	Days  200  190  180  30

3	Days  220  210  195  30

4	Days  240  230  210  30

5	Days  260  250  225  30

6	Days  280  260  235  30

겨울	Winter
2019.12.02–2020.04.09
2020.11.28–2020.12.12

여름	Summer 2020.04.10-11.27

■타인 양도·분할 사용, 타쿠폰과 중복 사용 불가. 구간권·패스 개시 후, 현금교환·잔액환불 불가

■ 모든 티켓·혜택은 현지 사용으로 귀국 후 미 사용 티켓·혜택에 대해 일체의 교환 및 환불 불가  

환불은 현지 발권 역에서만 가능

■ 모든 노선 탑승 및 혜택은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 제공(구간·혜택은 천재지변·운영사정 등

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취소 될 수 있음. 여행객의 운행·운영 기간 미확인으로 미탑승·미사용 시 

환불·보상·배상·취소 등 불가)

■ 모든 분쟁은 스위스 융프라우철도의 운송약관 및 정책이 적용되며 동신항운은 여행객의 철도·각종 

교통여행·하이킹·액티비티·스키·눈썰매 등 이동·여가 활동 중 발생하는 변경·운휴·취소·피해·

상해·사망·사고 등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배상·보상 등의 책임이 없음을 정히 알립니다.

12.02–04.09
11.28–12.12 04.10–11.27

(CHF 정상가)

	오른쪽 지도 참조

4쉬니케	플라테	1967m 

Schynige Platte  52분

5.30-10.25

브리엔츠	호수	
Brienzersee

5 하더	쿨룸	 1322m 

Harder Kulm 10분

4.10-11.1

컵라면

무료

기차·버스	Zone 750 쇼핑·촬영·자전거	

할인

쇼핑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휘르스트	플라이어 휘르스트	글라이더

CHF	6	혜택	사용장소

(택1, 1회 사용)

컵라면(7.9)	
무료

쇼핑	차액지불

레스토랑	
차액지불

마을		 고도        

편도 소요 시간

할인쿠폰	사용	역

컵라면

식당

쇼핑

산
번호 산		 고도 

편도소요시간

기간

1회	왕복

무제한	탑승

베른	열차

유람선

V	프로젝트
(2020년 12월)

겨울지도 참조

환승

융프라우요흐

그룬드 벵엔 

인터라켄 오스트

그린델발트 라우터부룬넨
그린델발트,	그룬드,	라우터부룬넨,	

벵엔	출발  구간과 방향을 정해 발권 및 열차 탑승

from Grindelwald, Grund, Lauterbrunnen, Wengen 

예) 그린델발트 출발 시

4구간 ⑤-③-④-⑤,  ⑤-③-④-②
6구간 ⑤-③-④-②-①-⑥,  ⑥-①-②-③-④-⑤

인터라켄	오스트	출발  

from Interlaken Ost

6구간 ①-②-③-④-⑤-⑥, ⑥-⑤-④-③-②-①

① ② ③ ④

1 융프라우요흐	 3454m 

Top of Europe-  상행 120분

Jungfraujoch  하행 130분

연중

컵라면 쇼핑

												하이킹	추천	코스	&	시간	산
번호

코스 
번호

50%

*
**

그러취알프	
Grütschalp

Eiger
3970 m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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