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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최고의 파노라마 기차 여행

루체른–인터라켄 간 특급 열차 
루체른–엥겔베르그 간 특급 열차

스위스 
기차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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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을 
환영합니다!

188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저희는 루체른 
시내에서부터 곧바로 스위스 알프스의 가장 중요한 여러 
관광지로 1년 365일 관광객들을 고품격으로 모십니다. 
귀사의 고객들은 스위스의 바로 심장부를 통과하여 잊지 
못할 기차 여행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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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에서 시작…

역사적으로 유명한 루체른 심장부에서부터 모든 
여정은 시작됩니다. 저희 기차를 타고 고객들은 
인터라켄/융프라우 또는 티틀리스가 있는 
엥겔베르그 명소로 매우 빠르고 쉽게 이동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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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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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프라우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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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거, 묀히, 융프라우의 웅장한 삼중 봉우리 발치의  
튠 호수와 브리엔츠 호수 사이, 더할 나위 없는 곳에 
위치한 인터라켄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관광객들을 유혹 
해 왔습니다. 유럽의 지붕이라고 일컫는 융프라우요흐 
방문을 통해 방문자들은 꿈의 휴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융프라우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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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베르그의 
티틀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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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베르그의 
티틀리스로!

엥겔베르그는 황홀한 알파인 파노라마 풍경이 펼쳐지는 
환상적인 스위스 설원의 알프스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확실한 하이라이트: 티틀리스산과 유럽에서 가장 
높은 티틀리스의 "클리프워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할 
관광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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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라켄

브리엔츠

브리엔츠 호
수

골든패스
인터라켄-몽트뢰

편리한 교통망

유럽의 중심, 스위스의 심장부
에서

모든 주요 공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해 있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또는 독일과 같은 이
웃 국가로 짧은 여행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관광 명소로 연결되는 기차와 버스를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지역입니다.

취리히

제네바

밀라노
로마

바르셀로나

런던

파리

브뤼셀
암스테르담

바젤
프라하
뮌헨

비엔나

파두츠



11

룬게른

기스빌

자르넨

루체른

1

2

루체른–인터라켄 간 특급 열차: 이동 시간-1시간 50분

루체른–엥겔베르그 간 특급 열차: 이동 시간- 43분

1

2

보다 자세한 정보는 p  12–17 를 참조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는 p 18–23 를 참조하십시오.

루체른 호수

Titlis1008 미터  / 3307 피트
브뤼니기 파스

마이링겐 엥겔베르그

슈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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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
인터라켄 간 
특급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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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수정같이 맑은 호수들, 스위스의 눈 덮인 산들 
및 장엄한 폭포들: 약 두 시간 가량 최상급 승차감의 열차
(골든패스 라인 구간)를 타고 달리다 보면, 귀사의 고객은 
현대적 열차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환상적인 
알프스 산맥의 전경을 즐기면서 브뤼기니 파스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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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
인터라켄  
간 특급  
열차

잊지 못할 기차 여행

다섯 개의 호수와 하나의 산 고갯길 그리고 
스위스의 새하얀 산봉우리들: 귀사의 고객들은 
열차 내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비스트로의 일품 
요리 메뉴도 함께 즐기게 될 것입니다.

브뤼니기 파스

마이링겐

루체른

인터라켄

브리엔츠

브리엔츠 호
수

루체른 호수

자르넨

기스빌
룬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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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거리

• 최고의 상품 (파노라마 여행)
• 올인원: 호수 5개, 산 고갯길 1개, 눈 덮인 

봉우리와 매혹적인 경치
• 톱니바퀴 기법을 통한 파노라마 여행
• 골든페스 라인 구간 

(몽트뢰-그슈타드-인터라켄-루체른)
• 스위스의 그랜드 트레인 투어 

(Grand Train Tour)의 일부
•  1888년부터 시작된 스위스 퀄리티
• 루체른 시내에서부터 인터라켄까지 직행편
• 편안하고 느긋한 여행
• 무료 디지털 여행 가이드
• 무료 모바일 앱
• 열차 내 무료 충전소
• 열차에 탑승한 동안 승무원이 개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점

• 기차 여행, 관광 하이라이트 
(스위스의 산들, 호수 왕복 여행)

• 골든페스 라인 구간 
(몽트뢰-그슈타드-인터라켄-루체른)

• 스위스의 그랜드 트레인 투어 
(Grand Train Tour)의 일부

• 매시간 루체른과 인터라켄 간 직행편
• 시내 중심에서 시내 중심까지
• 교통 체증 없음, 스트레스 없음
• 좌석 예약
• 손쉬운 계획, 보장된 서비스, 티피컬리 스위스
• 매력적인 단체 요금
• 무료 가이드 투어 승차
• 코치 운전사 휴식 가능
•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요흐와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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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인터라켄 간 특급 열차

루체른 비스트로
오전 07:06-오후 05:06, 5월~10월
오전 08:06-오후 03:06, 11월~4월

인터라켄 비스트로
오전 9:04-오후 7:04, 5월~10월
오전 10:04-오후 6:04, 11월~4월

골든패스 라인  
(스위스 파노라마 라인)
세 대의 기차를 특징으로 하는 이 특별한 철도는 
세 개의 산을 지나면서 12,000 피트의 유명한 
산봉우리와 여덟 개의 호수, 다채로운 폭포와 
강들이 이루는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들이 한 눈에 펼쳐지는 장관을 감상하는 
여행을 제공합니다.
루체른-인터라켄 간 특급 열차는 루체른과 
몽트뢰를 연결하는 유명한 골든패스 라인 
구간으로 스위스의 그랜드 트레인 투어 
(Grand Train Tour)의 일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인터라킨에서부터 이 라인은 츠바이지멘 (BLS이 
운영)까지 계속되어 몽트뢰 (MOB가 운영)에서 
끝납니다.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 비스트로
바퀴 달린 일품 요리 레스토랑에서 승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고, 하루 종일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테마의 스페셜 
요리도 제공됩니다.

추가 옵션



17

라이브가이드 앱 (LiveGuide App)
당사의 디지털 여행 가이드를 사용하면 루체른과 인터라켄 간 
여행으로부터 훨씬 더 큰 스릴 (및 정보)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고객은 내장된 지도를 통해 이 지역이 제공하는 
가장 흥미로운 광경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어느 
순간이든지 자신이 현재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하이라이트는 어디가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라이브가이드 앱 (LiveGuide App)을 
다운로드하실 것을 귀사와 귀사의 고객에게 권해 드립니다.
www.zentralbahn.ch/liveguide

스위스의 그랜드 트레인 투어
이 여행은 정말로 다채롭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의 기차 마니아들을 흥분시키는 굉장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단번에 알프스 산맥 국가를 
경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기차 
여행이 될 것입니다. 스위스의 그랜드 트레인 
투어 이외에 그 어떤 곳에서 1280 km에 이르는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경을 하나의 종합 
패키지로 즐길 수 있을까요? 이 흥미진진한 여행은 
여러분을 크고 작은 마을을 통하여 산을 
넘고 빙하와 호수, 그리고 강을 따라서 다양한 
방언과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언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마을들로 안내할 것입니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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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에서 엥겔베르그/티틀리스로 여행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 Zentralbahn를 이용하면 
단 43분이면 편안하게 루체른 시내에서 엥겔베르그에 
도착합니다.

루체른-
엥겔베르그 
간 특급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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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
엥겔베르그 
간 특급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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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
엥겔베르그 간 
특급 열차

중앙 스위스의 가장 높은 비스타 
포인트를 향하여 출발!

Zentralbahn를 이용하면 단 43분이면 루체른 시내에서 
엥겔베르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엥겔베르그에서, 해발 
3238 m 높이의 만년설로 데려다 줄 로테어 회전 공중 
케이블카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빙하의 장관과 
숨이 막힐 듯이 펼쳐지는 알프스와 스위스의 경치가 모든 
방문자들을 전율하게 할 것입니다.

슈탄스

엥겔베르그

루체른

루체른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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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거리

• 더 여유로운 쇼핑 및 관광 시간
• 편안하고 느긋한 여행
•  1898년부터 시작된 스위스 퀄리티
• 톱니바퀴 기법을 통한 파노라마 여행
•  43분 소요되는 루체른 시네에서부터 

엥겔베르그까지의 직행편
• 최첨단 기차
• 파노라마 차량 (1등석)
• 엥겔베르크 계곡을 따라 달리는 아름다운 여행
• 눈 덮인 산 관광
• 열차에 탑승한 동안 승무원이 개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점

• 매시간 루체른과 엥겔베르그 간 직행편
• 루체른 시내에서 엥겔베르그까지 가는 빠르고 

쉬운 방법.
• 티틀리스와 바로 연결
• 교통 체증 없음, 스트레스 없음
• 좌석 예약 보장
• 손쉬운 계획, 보장된 서비스, 티피컬리 스위스
• 매력적인 단체 요금
• 무료 가이드 투어 승차
• 코치 운전사 휴식 가능
• 카브리오 슈탄저호른 공중 케이블카와 바로 

연결

파노라마 차량

Zentralbahn의 루체른-엥겔베르그 간 특급 
열차는 일등석 승객 46명을 수용하는 파노라마 
차량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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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베르그-
티틀리스

엥겔베르그-티틀리스는 스위스 중부의 최대 겨울과 여름 휴가 여행지입니
다. 사람들로 붐비는 알프스의 마을은 가족, 초급, 고급 아마추어 및 전문 여
행자에게 이상적인 휴가 활동을 제공하여 잊지 못할 기억을 경험하게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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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틀리스 클리프워크
고도는 3020미터입니다. 수직낙하 거리를 500미터입니다. 150번 가량의 
걸음을 떼는 동안 심장은 두근거립니다. 스릴 만점의 구름 다리를 건너는 티
틀리스 클리프워크에서 바로 이런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티틀리스 아이스 플라이어
티틀리스산 위의 눈과 얼음을 제대로 즐기려면 아
이스 플라이어 체어리프를 이용해 보세요.  
빙하의 크레바스를 보는 것은 무척 환상적입니
다! 3000미터 이상 지역에서 놀라운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티틀리스 빙하 동굴
티틀리스 빙하의 중심에 반짝이는 얼음 벽으로 둘
러싸인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관광객들
은 이 인상적인 동굴에서 빙하 표면에서 20미터 
깊이까지 150미터의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티틀리스 로테어
티틀리스 로테어 케이블카는 트틀리스의 눈으로 덮인 정상을 향하여 올라
가는 동안 회전합니다. 세계 최초의 회전 케이블카는 스텐드의 중간 정거장
에서 해발 3020미터의 정상 정거장으로 여행객들을 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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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인터라켄 간 특급 열차

카
펠

교

루체른 호수

구시가지
쇼핑 지구

1층

승하차

13번 
선로에서

역의 선로 
12–15번

슈바넨플라츠

도보로 
5분

루체른 지도

고객을 위한 중요 정보: 루체른역은 구시가지, 
쇼핑 지구, 또는 카펠교 즉 시내의 바로 
중심부에서 단 몇 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 역시 바로 모퉁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사의 여행 가이드와 귀사의 고객 모두의 
걱정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며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루체른을 관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차는 12, 13, 14, 15번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루체른–인터라켄 간 특급 열차
루체른–엥겔베르그 간 특급 열차

Vaduz

인터라켄 지도

인터라켄 동부역은 인터라켄의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역은 시내의 중심 
즉 쇼핑 및 호텔 지구 가까이에 있습니다.
버스로 기차역에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루체른-
인터라켄 간 기차나 그린델발트/라우터브루넨 
및 융프라우요흐로 가는 기차는 물론 베른이나 
츠바이지멘 행 골든패스 라인 기차 및 몽트뢰 
출발 기차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강

아래강

호수의 보트
루체른–인터라켄 간 특급 열차

동부역
4번 선로

쇼핑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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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요금 
(10명 이상) 

• 좌석 예약을 포함한 편도
•  10명째마다 무료 승차 

비수기 2등석 CHF 33.10 
 1 등석  CHF 50.60

성수기 2등석 CHF 37.10
 1 등석  CHF 54.60

이 가격은 CHF 8.00 / CHF 12.00(성수기) 예
약 비용을 포함합니다.

시간표
이동 시간: 1시간 50분.

루체른역 출발 인터라켄 동부역 도착: 매시간, 
오전 06:06~오후 09:06 

인터라켄 동부역 출발 루체른역 도착: 매시간, 
오전 07:04~ 오후 08:04

지금 예약!

예약: 루체른–인터라켄 간 특급 열차

goldenpass@mob.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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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엥겔베르그 간 특급 열차

카
펠

교

루체른 호수

구시가지
쇼핑 지구

1층

승하차

13번 
선로에서

역의 선로 
12–15번

슈바넨플라츠

도보로 
5분

루체른 지도

고객을 위한 중요 정보: 루체른역은 구시가지, 
쇼핑 지구, 또는 카펠교 즉 시내의 바로 
중심부에서 단 몇 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 역시 바로 모퉁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사의 여행 가이드와 귀사의 고객 모두의 
걱정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며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루체른을 관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차는 12, 13, 14, 15번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루체른–인터라켄 간 특급 열차
루체른–엥겔베르그 간 특급 열차

Vienna

Vaduz

티틀리스 케이블카로 가는 셔틀 버스

엥겔베르그 지도

엥겔베르그 기차역은 도시의 바로 심장부에 
위치해 있으며, 티틀리스 케이블카 밸리역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또는 
셔틀 버스를 타고 금방 이 지역의 주요 명소로 
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형 티틀리스 Xpress 
공중 케이블카를 타고 중간역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부터 세계 최초의 회전 공중 케이블카인 
티틀리스 로테어를 타고 정상까지 죽 갑니다.

무료 셔틀 버스!

유
진

 호
수

루체른–엥겔베르그 간 특급 열차

티틀리스 밸
리역

역

엥겔베르그 
마을

티틀리
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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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시간표
이동 시간: 43분

루체른 출발 엥겔베르그 도착: 
매시간, 오전 06:10~오후 09:10

엥겔베르그 출발 루체른 도착: 
매시간, 오전 06:02~오후 10:02

지금 예약!

예약: 루체른–엥겔베르그 간 특급 열차

sales@zentralbahn.ch

단체 요금 
(10명 이상) 
 
•좌석 예약을 포함한 편도 
•10명째마다 무료 승차 

연중 2등석 CHF 19.80  
 1 등석  CHF 30.00

이 가격은 CHF 5.00 예약 비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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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Travel System
Switzerland possesses not only the densest public trans-
port network in the world but also one of the most popular 
ones. Some 29,000 kilometres of rail, road and waterway 
cover the country like a finely woven network. Comfortable 
and punctual connections promise a hassle-free onward 
journey – from any airport or border station or from neigh-
bouring countries. Connections are always assured: Even 
as high up as 3,800 metres a.s.l., public transport services 
are coordinated to perfection. The Swiss Travel System 
offers travellers from abroad the possibility to discover 
Switzerland with one single ticket: the Swiss Travel Pass.

Swiss Travel System

Swiss Travel Pass:  
Your all-in-one pass that  
covers Switzerland
The Swiss Travel Pass is the key to trouble-free 
travel by public transport throughout Switzer-
land. With a single ticket visitors can travel 3, 
4, 8 or 15 days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by train, bus and boat. The ticket includes the 
popular panorama routes, among which the 
Luzern-Interlaken Express, as well as trams 
and buses in no fewer than 90 towns and 
cities. In addition, Swiss Travel Pass holders 
are entitled to free admission to more than 500 
museums nationwide as well as up to 50% 
discount on mountain excursions. The Swiss 
Travel Pass is available as e-ticket too.

Download:

Swiss Travel Guide 
The digital travel companion for the 
Swiss Travel System.

• Highlights by location
• Personalised travel cockpit
• Valuable digital coupons

Info: mystsnet.com/swisstravel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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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class 1st class
Swiss Travel Pass
3 days 232 369
4 days 281 447
8 days 418 663
15 days 513 810

Swiss Travel Pass Youth
3 days 198 315
4 days 240 381
8 days 357 566
15 days 439 692

Swiss Travel Pass Flex
3 days in 1 month 267 424
4 days in 1 month 323 514
8 days in 1 month 467 742
15 days in 1 month 563 890

Swiss Travel Pass Flex Youth
3 days in 1 month 228 362
4 days in 1 month 276 438
8 days in 1 month 399 633
15 days in 1 month 481 760

Swiss Half Fare Card
1 month 120

Swiss Family Card
1 month free

Prices in CHF

2nd class 1st class

Gross Rates 2020
Validity: 01.01.2020–31.12.2020

Grand Train Tour  
of Switzerland
The Grand Train Tour of Swit-
zerland merges the highlights 
of Switzerland into one unique 
dream route. Inspirational travel 
ideas offer plenty of reasons 
for embarking on a Swiss train journey. And conveniently 
enough, each package can be purchased at special B2B 
conditions or experienced individually with the Swiss Travel 
Pass. The Luzern–Interlaken Express is a definite highlight 
– especially on the “Top Attractions”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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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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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zb Zentralbahn AG
Bahnhofstrasse 23
6362 Stansstad 
SWITZERLAND

국제 영업 이사
Stefan Pfister
stefan.pfister@zentralbahn.ch

계속 연락해요!
단체 패키지 여행이든, 전세기를 이용하든, 특별 및 개별 
여행을 준비하든, 어떤 고객도 좋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에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주소에서 저희 판매 매뉴얼의 디지털 버전과
개별 사진 및 가격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zentralbahn.ch/en/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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