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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4.15 ~ 11.27                                                   적용 구간&혜택

융프라우 여름 VIP 패스

융프라우 Jungfrau

4158m  

Allmend

그러취알프
Grütschalp

빈터렉 Winteregg

Zweilütschinen

빌더스빌
Wilderswil

Lütschental

Burglauenen

Schwendi

그룬드
Grund

Brandegg
Alpiglen

Breitlauenen

Bort

Schreckfeld

툰 호수
Thunersee

Eiger
3970 m

컵라면 식당

인터라켄 오스트  567m
Interlaken Ost 출발역

휘르스트  플라이어 / 휘르스트  글라이더
2021.12.18 - 2022.10.23 

50%

마운틴 카트
5.1-10.23

트로티 바이크
4.15-10.23

50%

아이스링크
6월말-

무료

야외 수영장 입장
6월 중 - 9월 중

미니 골프
5월-10월 중순

50%무료

빙하 탐험
6월-10월

무료

눈썰매 짚라인

40%

스키·보드

5월 중순 -10월 중순스노우  펀

아이스메어

컵라면 식당 쇼핑

식당

컵라면 쇼핑

컵라면 식당

멘리헨                2230m
Männlichen 

2022.5.26 - 10.23
그린델발트 터미널 20분 / 벵엔 6분

브리엔츠 호수
Brienzersee

CHF 6 혜택 사용장소

아래 혜택 중 1개를
선택하여 1회 사용

컵라면 컵라면(7.9)
무료

쇼핑

쇼핑 차액지불

식당 레스토랑
차액지불

마을               고도

출발역   편도소요 시간

(할인쿠폰 사용 역)

1회 왕복

무제한 탑승

환승

무제한 탑승

          산         고도

운행기간
출발역    편도소요시간

산
번호

아이거 익스프레스

융프라우 철도 

그린델발트 터미널 
Grindelwald Terminal 
인터라켄 오스트 29분

그린델발트  1034m
Grindelwald 
인터라켄 오스트 34분

벵엔  1274m
Wengen  
인터라켄 오스트 36분

라우터부룬넨  796m
Lauterbrunnen 
인터라켄 오스트 20분

쇼핑식당·쇼핑·자전거

할인

버스·기차
 오스트 -  웨스트

무료

 융프라우요흐             3454m

Top of Europe Jungfraujoch     

연중
아이거글렛쳐 26분  / 클라이네 샤이텍 44분

1

    아이거글렛쳐     2320m
      Eigergletscher 

       연중
        그린델발트 터미널 15분

2

클라이네 샤이텍        2061m
Kleine Scheidegg
연중
그린델발트 32분 /  라우터부룬넨 39분2

휘르스트      2168m
First 

-2022.10.23
그린델발트 휘르스트 역 25분

3

쉬니케 플라테     1967m
Schynige Platte

2022.5.26-10.23
빌더스빌 52분

4

하더 쿨룸      1322m
Harder Kulm  10분

2022.4.15-11.27

인터라켄 10분

5

뮤렌       1645m
Mürren  

연중
 라우터부룬넨 20분

67

식당

휘르스트 레스토랑 베이컨, 사과 소스 알파인 마카로니(22.5) →18.5

쉬니케 플라테 레스토랑 슈니첼+프렌치프라이+아이스크림(33)→23

하더 쿨룸 레스토랑 조각치즈, 뢰스티, 라클렛, 그릴스테이크 10% 할인

인터라켄 Hüsi Bierhaus 모든 메인 코스 메뉴 10% 할인
아레 한식당 BBQ 포함 모든 메인요리 10% 할인

벵엔 Restaurant Silberhorn-Stube 일품요리10% 할인

쇼핑

융프라우 전역 Top of Europe Shops  기념품 15% 할인 

그린델발트 그린델발트터미널10% 할인 : 닥터포트만 약국, 키르호퍼

인터라켄  키르호퍼 10% 펑키 초콜릿 클럽 5% 할인  

골프 인터라켄  골프 무료 예약 서비스

캠핑
그린델발트 캠핑 아이거노드반드(Eigernordwand) 무료 예약 서비스

라우터부룬넨 캠핑 슈첸바흐(Schüttzenbach)  무료 예약 서비스

2022년 융프라우 여름 VIP 패스혜택

베른 기차
4.15-11.27

무료

툰 | 브리엔츠 유람선
4.15-10.23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