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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frau
4158 mEiger

3970 m

라우터부룬넨	 796m

Lauterbrunnen 20분

인터라켄	오스트	 567m

Interlaken Ost 출발역

3

휘르스트		2168m 

First  25분

11.30-10.25/11.28-

Wengernalp

Winteregg

빌더스	빌
Wilderswil

Schreckfeld

Bort

Brandegg

Zweilütschinen

Alpiglen

Allmend

브리엔츠	호수	
Brienzersee

툰	호수	
Thunersee

그룬드
Grund

Burglauenen

Lütschental

Holenstein

Schwendi

그린델발트-벵엔	스포츠 패스 무료 SPORTPASS 

해당 지역내 기차, 리프트, 곤돌라 그리고 스키, 보드, 썰매, 하이킹과 

휘르스트 액티비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로, 겨울 융프라우 VIP 

패스 구입 기간만큼 무료 포함된다.

INTERSPORT	Rent-Network 스키ㆍ스노보드ㆍ눈썰매 15% 할인

지점: 그린델발트(Graf, Kaufmann Sport, Sunstar Hotel),

 그룬드, 휘르스트, 벵엔, 멘리헨, 라우터부룬넨

스포츠	패스	정상요금

1일 CHF  66 2일 CHF 122

3일 CHF 180 4일 CHF 233

5일 CHF 279 6일 CHF 309

스키	지역	운영기간

클라이네 샤이텍 11.30~4.19

그린델발트-휘르스트 12.21~3.29

멘리헨 12.14~4.13

Eismeer

아이거	글렛쳐

휘르스트	플라이어 휘르스트	글라이더

WYSS	SPORT
스키·보드 렌탈

INTERSPORT	
Rent-Network	
스키·보드·눈썰매

15%

15%

기차·버스	Zone 750 쇼핑·아이스	매직

융프라우	겨울	VIP	패스	
2019.12.02-2020.04.09
2020.11.28-2020.12.12

START

융프라우요흐	Top of Europe
유럽 최고도의 기차역·3454m

3F

2F

1F

9

8

6

7

11

10
12

1

기차역1 융프라우 파노라마2 스핑스 전망대3 4

무빙워크 & 융프라우철도 스토리7 얼음궁전8 9

눈썰매

하루 관광코스로 
오전 출발

충분한 수분 섭취 
등정 전·후 음주 삼가

마을은 한국과 비슷하나 
산 정상은 온도차 큼

선글라스, 선크림, 장갑, 
하이킹화, 방한복 필수

  

고도 적응을 위해 
아이스메어역 하차

정상에서 평지 반의 
속도로 걷기(필수)

심하게 어지러울 경우, 
역무실에 도움 요청

심혈관계 질환자는 
전문의와 사전 상담

융프라우요흐 여행팁

준비

정상

‘TOUR’	사인을	따라	
한	방향으로	관람하세요

TOUR	코스	및	소요시간

열차	탑승	4시간 10분(왕복)

기본	정상	관광 2시간

스노우	펀 +1시간

묀히요흐	산장	하이킹 +2시간(왕복)

CHF	6	혜택	사용장소

사진	촬영	포인트

코스	진행	방향

6시간 10분

2

3

4

5

스노우펀(5월중-10월중) 알파인 센세이션묀히요흐 산장 하이킹 65

고원지대 크리스탈 레스토랑10 커피바11 Top of Europe shop12

짚라인 스키·보드

3월 중순-10월 중순

VIP	패스	4
0%	할인

컵라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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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F	6	혜택	사용장소

(택1, 1회 사용)

컵라면(7.9)	
무료

쇼핑	차액지불

레스토랑	
차액지불

마을		 고도        

편도 소요 시간

할인쿠폰	사용	역

1회	왕복

무제한	탑승

V	프로젝트
(2020년 12월)

컵라면

식당

쇼핑

산
번호 산		 고도 

편도소요시간

기간

환승

버스	121, 122, 123번 아이스링크	

무료

그린델발트		1034m

Grindelwald  33분

그린델발트	터미널
Grindelwald Terminal 30분

1 융프라우요흐	 3454m 

Top of Europe-  상행 120분

Jungfraujoch  하행 130분

연중

컵라면 쇼핑

벵엔		 1274m

Wengen  44분

‘V-케이블웨이	프로젝트’	 			
2020년 12월부터 그린델발트터미널과 아이거글

렛처역을 불과 15분만에 연결하는 아이거 익스프

레스가 운행한다.

앞으로는 장엄한 아이거 북벽을 마주보며 빠르고 

편리하게 TOP OF EUROPE-융프라우요흐에 오

르게 된다.

인터라켄에서는 90분, 그린델발트터미널에서는 

45분 소요

그러취알프	
Grütschalp

6 뮤렌	 1645m 

Mürren 20분

연중

할인
무료

7

멘리헨	 2230m 

Männlichen 20분, 6분

12.14-4.13

컵라면 식당

2

클라이네	사이텍	 2061m 

Kleine Scheidegg 74분

연중

컵라면 식당 쇼핑

쇼핑

무료

적용 구간·혜택  

2 	 34 클라이네 샤이텍 → 알피글렌 2h

		 41 클라이네 샤이텍 → 벵엔 2h30′

3 	 1 휘르스트 ↔ 바흐알프 호수 왕복 3h

												하이킹	추천	코스	&	시간		산
번호

코스 
번호

알프스 최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알프스최장 알레취 빙하 발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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