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지역 교통편 주 요 일 정 식 사

각지역 각 지역 국제공항 3시간 전 집결

항공 잉카 제국의 잃어버린 궁중도시 페루로 출발

리마 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리마 호텔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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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L : Melia Lima 또는 동급

리마 전용차량 호텔 내 조식 후 쿠스코 행 공항으로 출발 조: 호텔식

쿠스코행 출발

쿠스코 쿠스코 도착

※ 잉카 제국의 심장 쿠스코는 해발 고도가 3,399M입니다.

    고소 증세를 느낄 수 있으며 장거리 비행과 14시간의 시차는 피로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식 중: 현지식

▶관람 : 쿠스코 투어 (산토도밍고 성당(꼬리깐차), 12각돌, 아르마스 광장)

우루밤바 마추피추의 관문 우루밤바 도착

석식 석: 현지식

호텔 체크인

HOTEL : San Agustin  또는 동급

우루밤바 전용차량 조식 후 오얀따이땀보 기차역으로 이동 조: 호텔식

아구아 깔리엔떼스 열차편으로 아구아 깔리엔떼스(마추피추역) 이동

셔틀버스 탑승 후 마추피추 국립공원 입구로 이동

마추피추 ▶관람 : ‘ 잉카의 숨결. 숨겨진 잃어버린 공중 도시' 마추피추 중: 현지식

     (태양의 신전, 왕의 무덤 등해시계, 태양의 불, 콘돌의 신전과 감옥, 계단식 밭 등)

   - 1983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곳은 잉카제국

     최고의 군주라 일컬어졌던 '빠차꾸떽'의 지시로 만들어져, 그가 하늘을

     관찰하고 농경과 관련된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머물렀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 사탕, 껌, 생수등을 사전에 챙기세요.

    무리하게 걷지 말고 가볍게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올라가세요.

#1. 페루 Full Tour 4박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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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루 Full Tour 4박 6일

시내로 귀환 후 열차편(잉카레일) 으로 우르밤바로 이동

호텔 도착 후 석식 석: 현지식

HOTEL : San Agustin  또는 동급

우루밤바 전용차량 이른 아침 기상 조: 호텔식

쿠스코 쿠스코 - 리마 행 공항으로 출발 혹은 샌드위치

공항 도착

리마 행 출발

리마 리마 도착 후 나스카로 출발.

이카 ★선택관광 : 나스카로 이동 중 ‘와카치나 사막’ 에서 샌드카 및 샌드보드 $50/1인 중: 현지식

나스카 나스카 도착 후 석식 석: 현지식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Casa Andina 또는 동급

나스카 기상 및 호텔 조식 조: 호텔식

 나스카 문양 경비행기장으로 출발

▶관람 : 경비행기로 ‘나스카 문양’ 투어

빠라까스 리마로 이동

■경유 : 빠라까스 경유

★선택관광 : 바예스따 섬 투어(물개섬) $50/1인

  - 3억마리 이상의 물새와 펭귄. 그리고 물개가 서식하는 작은 갈라파고스(에콰도르)

중식 중: 현지식

리마로 출발

리마 리마 도착 후 석식 석: 현지식

리마 국제공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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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루 Full Tour 4박 6일

미국 각 해당 지역 출발

도착제6일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