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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루터 종교개혁 탐방 일정 
행사금액: 1,550 유로 

 

 
독일 

 
4성급호텔(2인 1실) B & B, 점심을 제외한 전 일정 식사, 전용차량, 주차 비용 및 

각 종 통행료, 한인 드라이빙 가이드, 일정표 상의 입장료(하이델베르크 성, 바르

트부르크 성, 페르가몬 박물관) 

 
전 항공료, 조식을 제외한 전 일정 점심 식사 

 

제1일 전용기 거주지  거주지에서 전용기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기내식 

제2일 전용버스 프랑크푸르트 

오펜하임 

오전 

또는 

오후 

오전에 독일 경제의 수도 프랑크푸르트 도착하여 

현지 가이드와 미팅 후 뢰머 광장, 프랑크푸르트 

대성당, 괴테의 집 등 프랑크푸르트 시내 관광(도착 

시간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를 오가는 동안 잠시 머물

렀던 작은 와인의 도시 오펜하임으로 이동하여 저

녁식사 후 호텔에서 휴식 

  

기내식 

자유식 

현지식 

제3일 전용버스 오펜하임 

보름스 

하이델베르크 

전일 호텔에서 아침식사 후 1521년 루터가 제국 회의를 

위해 찾아갔었던 보름스로 이동하여 성지 순례 후 

하이델베르크로 이동하여 점심식사 

황태자의 첫사랑의 배경이 된 도시 하이델베르크에

서 하이델베르크 성, 하이리그가이스트 성당을 중

심으로 구시가지와 칼 테오도로의 옛 다리를 둘러

본 후 저녁식사 및 호텔에서 휴식 

  

호텔식 

자유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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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전용버스 하이델베르크 

아우구스부르

크 

뉘른베르크 

전일 호텔에서 아침식사 후 아우구스부르크로 이동하여 

도착 후 점심식사 

독일에서 오래된 도시이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축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의 현장에서 성지 순례 후 뉘른베르크로 이동

하여 저녁식사 후 호텔에서 휴식 

  

호텔식 

자유식 

현지식 

제5일 전용버스 뉘른베르크 

바르크부르크 

아이제나흐 

에르푸르트 

전일 호텔에서 아침식사 후 종교개혁의 인쇄부분에서 루

터에게 힘을 실어 준 도시 뉘른베르크에서 카이저

부르크를 중심으로 구시가지 관광 후 루터가 은둔 

생활 당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후 선제후의 보호아래 

머물렀던 바르트부르크 성 내부 성지 순례 후 

루터가 수학하던 게오르그 학교가 있는 아이제나흐

로 이동하여 성지 순례 후 루터가 6년간 생활을 했

던 에르푸르트로 이동하여 순례지 탐방 후 

저녁식사 및 호텔에서 휴식 

  

호텔식 

자유식 

현지식 

제6일 전용버스 에르푸르트 

아이스레벤 

비텐베르크 

전일 호텔에서 아침식사 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유

산 지역이며, 루터의 생가가 있는 아이스레벤으로 

이동하여 성지 순례 후 점심식사 

1517년 95개 조항 반박문으로 유명한 비텐베르크

로 이동하여 성지 순례 후 저녁식사 와 호텔에서 

휴식 

  

호텔식 

자유식 

현지식 

제7일 전용버스 비텐베르크 

드레스덴 

전일 호텔에서 아침식사 후 루터의 초대 교회로 유명하

며,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동독의 도

시 드레스덴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 

루터파의 개신교인 푸라우엔 교회, 츠빙거 궁전, 젬

퍼 오페라 하우스를 포함 구시가 방문 후 저녁식사 

및 호텔에서 휴식 

호텔식 

자유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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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일 전용버스 드레스덴 

베를린 

전일 호텔에서 아침식사 후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이

동하여 점심식사 

베를린 장벽, 체크포인트 챨리, 브란덴부르크 문, 

슈프레 강을 중심으로 박물관 섬 등을 둘러본 후 

페르가몬 박물관 내부 관람 

저녁식사 및 호텔 휴식 

 

호텔식 

자유식 

현지식 

제9일 전용버스 

전용기 

베를린 

거주지 

오전 호텔에서 아침식사 후 베를린 공항으로 이동하여 

거주지로 이동 

호텔식 

상기 일정은 현지의 항공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