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지역 교통편 주 요 일 정 식 사

항공 각 지역 국제공항 3시간 전 집결

로스앤젤레스 남미의 파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출발 기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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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L : 기내박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용차량 남미의 파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착 조:기내식

▶관람 :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티 투어 중: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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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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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 탱고 디너쇼 $110/1인

호텔 투숙 석: 현지식

HOTEL : Scarla or same class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용차량 기상 조:호텔식

아에로빠르께’ 공항으로 이동 혹은 샌드위치

아르헨티나 편 이과수 공항으로 출발

이과수 아르헨티나편 이과수 폭포 도착

(아르헨티나) ▶관람 : ‘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편 이과수 폭포 관광 중: 현지식

▶관람 : 기차 탑승 & 도보 관광

이과수 아르헨티나 국경 통과하여 브라질 입국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석: 현지식

HOTEL : 비알레 까따라따 or Same Class

전용차량 호텔 조식후 조: 호텔식

이과수 이과수 브라질 편 투어

(브라질) ▶관람 :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이자, 300여개의 폭포군으로 이루어졌으며,

                 영화 ‘미션’의 배경으로 유명한 브라질편 이과수 폭포

★선택관광 : 브라질편 마꾸꼬 사파리(폭포고속정보트) 중: 현지식

                     $110(출발 전 페이의 경우), $120(현지페이의 경우) /1인

석식 ( 특식: 브라질 전통 ‘ 슈라스코’ )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석: 특    식

HOTEL : 비알레 까따라따 or Same Class

제3일

#2. 브라질(리오)+이과수+아르헨(Bs.As) 4박 7일

제1일

제2일

제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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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질(리오)+이과수+아르헨(Bs.As) 4박 7일

이과수 전용차량 조식 후 리오 데 자네이로 행 공항으로 이동 조: 호텔식

리오 데 자네이로 출발

리오 브라질 정열의 도시 리오 데 자네이로 도착

중식 중: 현지식

▶관람 : 슈가로프 산 관광

   - 세계 3대 미항 중 최고로 꼽히는 ‘1월의 강’ 이란 뜻의 리오 데 자네이로

     영화 007의 배경으로 유명한 케이블카 등정.

▶관람 : ‘꼬빠까바나’, ‘이빠네마’ 해변등 시내 관광

석식 석: 현지식

호텔로 이동 및 체크인

HOTEL : Pullman or Same Class

리오 전용차량 호텔 조식 조: 호텔식

꼬르꼬바도 언덕 예수상으로 출발

꼬르꼬바도 언덕으로 이동하는 산악 열차 탑승하여 산정상으로 이동

▶관람 : 브라질의 정열을 대표하는 ‘삼바축제’ 장소인 ‘삼보드로모’ 관광

▶관람 : 중앙성당 방문, 마라카나 축구장 방문

중식 중: 현지식

투어 재개

국제공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해당 국가로 출발 석: 불포함

항공 미국 해당 도시 도착

제5일

제6일

제7일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