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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 각항공 각 지역 국제공항에 3시갂 전 집결

AA / 12:45 잉카제국의 잃어버린 공중도시 페루로 출발

리마 23:23 왕의 도시 리마 국제공항 (LIM) 도착 및 입국수속

호텔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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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L : MELIA LIMA 또는 동급

리마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BREAKFAST :

항공 / LA2047 리마 공항에서 출발 (비행시갂: 1시갂 20분) 호텔 조식

쿠스코 09:14 - 10:41 쿠스코 공항 (CUZ) 도착

※ 잉카 제국의 심장 쿠스코는 해발 고도가 3,380M입니다.

    고소 증세를 느낄 수 있으며 장거리 비행과 14시갂의 시차는 피로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용차량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해발 3,380m) 관광 LUNCH :

▶ 산토 도밍고 성당에서 잉카와 식민시대의 건축양식 관람 현지식

▶ 코리칸차 태양의 싞전, 12각돌 아르마스 광장 등의 쿠스코의 다양한 유적지 투어

마추피추 인근의 고즈넉한 마을 우루밤바 (Urubamba) 로 이동

▶ 천연 소금염전인 마라스 살리네라스 (Maras Salineras) 투어 DINNER :

우루밤바 우루밤바에 도착하여 석식 및 호텔 체크인 현지식

HOTEL : SAN AUGUSTIN 또는 동급

우루밤바 전용차량 호텔에서 조식 BREAKFAST :

오얀따이땀보 오얀따이땀보 역 (Ollantaytambo) 으로 이동 호텔 조식

기차 잉카레일-Expedition탑승 (소요시갂: 약 1시갂 40분)

아구아갈리엔테스 셔틀버스 국립공원 셔틀버스로 국립공원 입구로 이동 (소요시갂: 40분)

마추피추 관광 (Machu Picchu: 오래된 봉우리라는 뜻)

▶ 태양의 싞전, 콘도르 싞전, 인티와따나, 채석장

아구아스 갈리엔테스 역으로 내려와 중식 LUNCH :

※ 마추피추 기차시갂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지식

오얀따이땀보 기차 기차를 타고 우르밤바로 이동

우르밤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DINNER :

HOTEL : SAN AGUSTIN 혹은 동급 현지식

우르밤바 전용차량 기상 후 공항으로 이동 BREAKFAST :

쿠스코 항공 / LA2004 쿠스코 공항 (CUZ) 에서 항공편 탑승하여 리마 도착 호텔 조식

리마 10:20 - 11:52 전용 차량으로 이카로 이동 및 샌드카 투어 LUNCH :

전용차량 ★선택관광 : 파라카스 물개섬 투어 $50/1인 현지식

★선택관광 : 샌드카 및 샌드보드 관광 $50/1인

이카 석식 후 호텔 체크인 DINNER :

HOTEL : LAS. DUNAS 호텔 혹은 동급 현지식

이카 전용차량 호텔에서 조식 BREAKFAST :

나스카 경비행기 이카 공항에서 경비행기 탑승 호텔 조식

▶ 경비행기로 현대까지도 풀지 못한 싞비 '나스카 지상그림' 관람 LUNCH :

리마 전용차량 리마로 이동 현지식

석식 후 호텔 체크인 DINNER :

HOTEL : MELIA LIMA 호텔 혹은 동급 현지식

리마 전용차량 호텔에서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BREAKFAST :

항공 / LA 리마 국제공항 (LIM) 에서 항공편 탑승하여 이과수 (브라질) 로 출발 호텔 조식

이과수 12:30 - 18:25 포스두이구아수 공항 (IGU) 도착 LUNCH :

(브라질) 이과수 (브라질) 도착 후 가이드 미팅 현지식

석식 후 호텔 체크인 DINNER :

HOTEL : VIALLE CATARATAS 호텔 혹은 동급 현지식

이과수 전용차량 호텔에서 조식 BREAKFAST :

(브라질) 브라질 편 이과수 폭포 투어 호텔 조식

▶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이자, 300여개의 폭포굮으로 이루어졌으며, LUNCH :

         영화 ‘미션’의 배경으로 유명한 브라질편 이과수 폭포 현지식

★선택관광 : 브라질편 마꾸꼬 사파리(Macuco Safari / 폭포고속정보트)

                                $110 (출발 전 입금일 경우) or $120(당일 지불일 경우) /1인

석식 후 호텔 체크인 DINNER :

HOTEL : VIALLE CATARATAS 호텔 혹은 동급 현지식

이과수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아르헨티나 입국 BREAKFAST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편 이과수 폭포로 이동 호텔 조식

2019 쌈바축제 + 남미일주 11일

Day 1
3월 2일

Day 2
3월 3일

Day 3
3월 4일

Day 4
3월 5일

Day 5
3월 6일

Day 6
3월 7일

Day 7
3월 8일

Day 8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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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쌈바축제 + 남미일주 11일

▶ ‘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이과수 폭포 관광

이과수 항공 / LA 중식 후 브라질 편 이과수 공항 (IGU) 으로 이동 LUNCH :

(브라질) 11:10 - 13:10 리오 드 자네이로 공항 (GIG) 도착 현지식

리오 전용차량 리오 드 자네이로 도착 후 가이드 미팅

▶ 2019 삼바 챔피온 퍼레이드 관람

    포함사항: 리오 삼바축제 입장료 ($350/1인) 포함!

석식 후 호텔 체크인 DINNER :

HOTEL : MIRASOL HOTEL 혹은 동급 현지식

리오 전용차량 호텔에서 조식 BREAKFAST :

리오 드 자네이로 시내관광 호텔 조식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으로 출발

코르코바도 산악 열차 탑승하여 산 정상으로 이동

전용 차량 탑승하여 리오 드라이브 및 관광 LUNCH :

★선택관광 : 구아나바라 유람선탑승 $50/1인 현지식

석식 후 호텔 체크인 DINNER :

HOTEL : MIRASOL HOTEL 혹은 동급 현지식

리오 전용차량 호텔에서 조식 BREAKFAST :

리오 드 자네이로 시내관광 호텔 조식

▶ ‘코파카바나Copacabana’, ‘이파네마Praia de Ipanema’ 해변등 시내 관광

         리우 데 자네이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LUNCH :

▶ 슈가로프 산 관람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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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007의 배경으로 유명한 슈가로프 산 케이블카 등정

        셀라론 계단, HSTERN 보석 방물관, 센트로 피라미드 형상의 중앙 성당 관광

각항공 리오 드 자네이로 공항 (GIG) 으로 이동 DINNER :

각지역 AA / 21:45 각 공항으로 출발 후 해산 미포함

각지역 각항공 각지역 공항 도착

11:51 ▷ 오즈투어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앆녕히 가십시오. ◁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Day 8
3월 9일

Day 9
3월 10일

Day 10
3월 11일

Day 11
3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