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지역 교통편 주 요 일 정 식 사

각지역 항공 각 지역 국제공항 3시간 전 집결

남미의 파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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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L : 기내박

산티아고 전용버스 칠레 산티아고 도착 및 한인 가이드 미팅 조: 기내식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 유산지이며, 부산직할시 자매 항구인 발빠라이소로 이동

▶관람 : 칠레 Sauvignon Blac 와인으로 유명한 카사블랑카 밸리 와이너리 방문

소또마죠르(Sotomayor) 광장 도착 후 발빠라이소의 명물 트롤리버스 탑승

▶관람 : 100년된 푸니쿨라 탑승하여 세로로 알레그래(Cerro Alegre) 벽화마을로

                 이동하여 보도 투어

중식 중: 현지식

델 마르 칠레 최대 휴양지인 비냐 델 마르로 이동

▶관람 : 신비의 섬 "이스터" 섬에서 가지고 온 모이아 석상 방문.

▶관람 : 모래 사막과 바다를 한번에 볼 수 있는 독특한 전경을 가진 "네루다" 전망대

산티아고 산티아고로 이동

석식 석: 한     식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Radisson ciudad Stgo or Same Class

산티아고 이른 아침 기상 조: 샌드위치

항공 공항으로 이동.

파타고니아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파타고니아 2박 3일 일정으로 출발

뿐따 아레나스 뿐따 아레나스 도착 중: 현지식

전용차량 ▶관람 : 이슬라 막달레나Isla Magdalena 펭귄섬 방문 (10월01일-3월31일)

▶관람 : 후에르떼 불네스Fuerte Bulnes성 방문 (4월01일-9월30일)

뿌에르또 나딸레스 파이네 국립공원 인근 도시인 '뿌에르또 나딸레스(Puerto Natales)'로 이동

석식(시내 레스토랑 현지식) 석: 현지식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Costa Australi or Same Class

파이네 국립공원 전용차량 조식 후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가 선정한 지구상의 10대 낙원 '파이네 국립공원' 이동 조: 호텔식

#6. 원더칠레 4박 7일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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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더칠레 4박 7일

▶관람 :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레이 호수, 중: 현지식

그레이 빙하와 모레노 공원' 투어

미니 트레킹을 통해 장엄한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의 절경 감상.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석: 현지식

HOTEL : Costa Australi or Same Class

뿐따 아르네스 전용차량 조식 후 '뿐따 아레나스' 로 이동 조: 호텔식

중식 중: 현지식

▶관람 : 뿐따 아레나스 광장, 전망대 등

공항으로 출발

출국 수속 및 산티아고로 출발 석: 샌드위치

산티아고 산티아고 도착 및 호텔 체크인 및 휴식 (공항)

HOTEL : Radisson ciudad Stgo or Same Class

칠레 전용차량 조식 후 칠레 수도 산티아고 전일 투어 조: 호텔식

▶관람 : 산티아고의 가장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베가 센뜨랄 Vega Central 방문

▶관람 : 구 시가지 '아우마다' 거리와 '아르마스'광장 및 대통령 궁 방문

중식 중: 현지식

▶관람 : 수공예 예술품 마을인 '로스 도미니꼬' 방문

석식 후 국제공항으로 이동 석: 현지식

해당 국가로 출발

항공 미국 해당 도시 도착

제6일

제7일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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