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지역 교통편 주 요 일 정 식 사

각 지역 국제공항 3시간 전 집결

미국 항공 남미의 파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출발

※ 출발하시기 전 반드시 여권, 비자 등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내식

HOTEL : 기내박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용차량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착 조: 기내식

중식 중: 현지식

국내선 공항 ‘아에로빠르께(Aero Parque)' 도착

남미의 스위스 미국이 탐낸 ‘바릴로체’로 출발

바릴로체 바릴로체 도착 및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 바릴로체는 남미의 스위스라고 하며 스위스 이민이 개발된 도시로 산, 호수, 강,

    폭포 등 아르헨티나의 대표적 휴양 도시입니다. 미국 전 클린턴 대통령은 실제로

    바릴로체를 미국 땅으로 사들이고 싶어할 정도로 관광지로서 극찬한 바 있습니다.

석식 석: 현지식

호텔 투숙

HOTEL : Pamericano or same class

바릴로체 전용차량 조식 후 조: 호텔식

본격적인 ‘산 까를로스 데 바릴로체 (San Carlos de Bariloche)’ 투어 시작

▶관람 : Isla Victoria y Bosque de los Arrayanes (전일 관광)

   -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는 전일 코스로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동식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람 : 빅토리아 섬 중: 현지식

   - 안초레나 항구에 유람선이 선박하며 사슴이 뛰어다니고 수백 종류의 식물들이

     어우러져 사는 이 섬은 나우엘 우아삐 호수를 끼고 있는 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관람 : 아라샤네스 숲

   - 영화 '밤비'의 모티브가 된 아라샤네스 숲은 전세계 유일한 종인 아라샤네스 나무로

     이루어진 숲입니다. 198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000헥타르가 넘는 지역이

     아라샤네스 나무로 둘러쌓여 있어, 산책 코스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석식 석: 현지식

호텔 도착 및 휴식

HOTEL : Pamericano or same class

전용차량 조식 후 호텔 체크아웃 조: 호텔식

바릴로체 ▶관람 : CIRCUITO CHICO 관광 (반일 관광)

   - 리프트를 타고 깜빠나리오 언덕을 올라가 1,050m 지점에서 전경을 관람하는 코스로

     나우엘 우아피. 뻬리또모레노 강과 바릴로체 최고급 호텔인 샤오샤오 호텔부터

     빅토리아 섬까지 한 눈에 조망이 가능한 1년 내내 언제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4.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7박 10일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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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7박 10일

항공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 출발 중: 도시락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착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선택관광 : 탱고 디너쇼 $110/1인

호텔 도착 및 휴식 석: 현지식

HOTEL : Scarla or same class

부에노스 아이레스 기상 및 호텔 조식 조: 호텔식

아에로 빠르께 국내 공항으로 이동

지구의 끝, 우수아이아 행 출발

지구 최남단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도착

우수아이아 국립공원으로 이동 혹은 비글해협크루즈

우수아이아 ▶관람 : 우수아이아 지구 끝 국립공원 투어 Parque del fin del mundo (반일관광) 중: 현지식

   - 땅끝 기차를 타고 우수아이아 국립공원의 경치 감상

※ 주의 사항

    불가피한 현지 항공 지연에 따라 우수아이아 국립공원 도착이 어려울시

   '비글해협 크루즈' 투어로 합니다.

▶관람 : 비글해협 크루즈 투어 (반일관광) - 1) 새의 섬   2)물개섬

석식 석: 현지식

호텔 도착 및 휴식

HOTEL : Fueguino or same class

우수아이아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조: 호텔식

깔라파떼 깔라파떼 도착

호텔 체크인 및 중식 중: 도시락

▶관람 : El Perito Moreno 미니트레킹 (전일 관광)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빙하이자 현재도 계속 자라나고 있는 빙하인

제5일

제4일

제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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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7박 10일

     El Perito Moreno 전망대에서 빙하 관람 후, 직접 빙하 위를 걸어보는 미니 트레킹

※ 주의 사항 : 10세 미만 65세 이상은 미니트레킹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석식 석: 현지식

호텔 도착 및 자유시간

HOTEL : Patagonia Unique or same class

깔라파떼 호텔 조식 조: 호텔식

전용 ▶관람 : 리오 데 이엘로 크루즈 VIP투어 (전일관광) 중: 도시락

   - 세계 자연 유산인 Todos Glaciares의 국립 공원에 입장하여 빙하 크루즈 Ubsala 빙하

     및 각양 각색의 유명 빙하들이 쪽빛 물 위에 떠나디며 신비로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호텔로 이동

호텔 도착 및 휴식

석식 석: 현지식

호텔 도착 및 휴식

HOTEL : Patagonia Unique or same class

깔라파떼 호텔 조식 조: 호텔식

전용 호텔 체크아웃

차량 ▶관람 : 4X4 Trekker (반일관광)

   - 트럭을 타고 깔라파떼 평균 1,000m 산맥의 꼭대기를 관람하는 코스이며

     산맥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리프트를 타고 산맥의 꼭대기에 올라가 4X4 트럭을

     타고 관광하는 코스입니다.

중식 중:현지식

공항으로 이동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 출발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착 및 석식 석:현지식

제6일

제7일

제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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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7박 10일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Amerian or same class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용 조식 후 호텔 체크아웃 조: 호텔식

차량 ▶관람 :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티 투어

   -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넚은 ‘누에베 데 훌리오 9 de Julio’ 대로, 대성당,

     국회의사당, 대통령궁, 레꼴레따 묘지, 탱고의 발상지 ‘보카’ 지구 등

중식 중: 현지식

시티투어 재개

‘에세이사’ 국제공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항공 미국 각 지역으로 출국 석: 기내식

HOTEL : 기내박

미국 미국 각 지역 국제공항 도착

제8일

제9일

제10일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