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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데이 패키지 - 스키/스노보드
반나절 스키 패키지는 한 번쯤 알프스 겨울 산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분께 추천합니다. 장비, 스키 패스, 교통을 모두 준비해
드리니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쉽고 재밌는 스키 수업을 받으면서 유명한 융프라우 산맥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멋진 인생 사진도 남겨보세요!

Afternoon Beginner Ski Package

Quick facts
추천 대상

스키 혹은 스노보드를 배우고 싶은 분

포함 내역

인터라켄 내의 호텔/호스텔 혹은 기차역 픽업 및 드롭오브 서비스, 리프트 티켓, 스키 레슨. 스키 혹은 스노보드, 부츠, 헬멧
장비 렌탈,
스키장까지 가는 교통편 (추가 가능), 보드미 지역 스키 패스,2시간 30분 강습

준비물

방수되는 따뜻한 겨울 옷 (스키 장갑, 스키바지, 스키재킷, 선글라스 혹은 스키고글), 점심값, 선크림, 카메라

규정

최소 만 12세
만 16세 미만의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

소요시간

총 5시간 30분 소요 (교통 및 장비 렌탈 시간 포함), 2시간 30분 강습

시즌

12월 - 3월, 강설량에 따라 다름

시간

11:00 아웃도어인터라켄, 12:00 그린델발트 스포츠에서 만나기

인원 수

한 강사당 최대 8명
출발 시 최대 24명 가능

금액

인터라켄에서 교통편 포함 1인 가격
교통편 불포함 1인 가격 (그린델발트 보드미아레나에서 만남)
개인(교통 불포함), 그린델발트 스포츠 미팅
그룹 10인 이상(교통 불포함), 그린델발트 스포츠 미팅
스키 재킷 렌탈
스키 바지 렌탈
스키 장갑 렌탈
스키 고글 렌탈

CHF 129.00
CHF 119.00
CHF 99.00
CHF 89.00
CHF 15.00 부터 ~
CHF 15.00 부터 ~
CHF 10.00 부터
CHF 10.00 부터

Good to know
• 교통편 옵션은 호텔에서 슬로프까지 프라이빗 셔틀 차량을 뜻합니다
• 초보구역인 보드미 스키장 이용료는 강습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통편이 불포함된 가격 선택 시, 만나는 장소는 오후 12시, 그린델발트 스포츠 매장 앞입니다
• 하루 종일 레슨을 받는 것보다 융프라우 지역 스키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께 적합니다
• 스키복은 강습 전 대여 가능합니다
• 강습 전 장비 대여는 약 45분 소요됩니다
• 초보 구간까지는 약 45분 소요됩니다
• 강습이 끝난 후 약 오후 5시 쯤 인터라켄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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