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세부일정 식사 제공

1일차
• 각 손님 거주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포르투갈 리스본 행 비행기 탑승 - 투어 출발시간 3시간전에는 포르투갈 

리스본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주세요!
기내식

2일차

1. 리스본에 도착하여 한국인 현지가이드와 미팅 후 출발

2.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에덴의 동산이라고까지 칭하던 포르투갈 왕실의 여름 별궁이 있는 동화속의 

작은마을로 알려져있는 신트라로 이동

3. 신트라 구시가지 관광

4. 포르투칼 코스에서 절대 빠질수 없는 유라시아의 땅끝 호카곶 (Cabo da Roca) 관광

5. 현대의 2대 성지로 꼽히는 파티마로 이동 하여 파티마 순례 — 1917년 성모마리아 발현의 기적을 기념한 

예배당, 네오 클래식 양식의 파티마 대성당, 성지의 엄숙함을 볼수 있는 시가지등

6.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점심식사

저녁식사

호텔 Hotel Estrela de Fátima 혹은 동급

3일차

1. 호텔 아침식사 후 리스본으로 출발

2. 리스본 — 에두아르도 7세 공원, 퐁발 후작 광장, 로시우 광장,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로니무스 수도원, 테주 강의 귀부인이라고 불리는 벨렘탑 외관 관광

3. 점심식사

4.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세비야로 이동

5.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호텔 Hotel Abades Benacazón 혹은 동급

4일차

1. 호텔 아침식사

2. 세비야 관광 — 마리아루이사 공원, 작은 거리의 산타크루즈 지역, 황금의 탑, 스페인 광장, 

세계 3대 성당중의 하나인 세비야 대성당 등 관람

3. 점심식사

4. 투우의 본 고장인 론다로 이동

5. 론다 구시가지 및 론다 투우장 내부 관람

6. 스페인 남부 항구 도시, 알헤시라스로 이동

7.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호텔 Hotel Montera Plaza 혹은 동급

5일차

1. 호텔 아침식사 후

2. 스페인의 영국령인 지브롤터로 이동

3. 뿐또데 에우로파에서 지중해와 대서양을 갈라지는 광경 및 북 아프리카 대륙 등 조망

4. 뿐또데 에우로파 시내 중심에서 쇼핑 및 자유 시간

5.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연상케하는 미하스로 이동

6. 지중해 최고의 휴양 도시 푸엔히롤라의 코스타 델 솔 해변에서의 낭만적인 자유시간 (수영복 지참)

7.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호텔 Hotel Las Palmeras 혹은 동급

6일차

1. 호텔 아침식사 후

2. 코르도바로 이동

3. 이슬람 최고의 사원 메스키타 사원, 고딕성당, 유태인의 거리등등 관광

4. 점심식사

5. 이슬람의 최고의 집성체로 알려진 그라나다로 이동

6. 그라나다 관광 — 아랍 건축양식의 아름다운 알함브라 궁전, 헤레라리페 정원, 알카사바 등 관람

7.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호텔 Sercotel Gran Hotel Luna De Granada 혹은 동급

7일차

1. 호텔 아침식사 후

2. 천년의 고도 똘레도로 이동

3. 따호강이 감싸고 있는 중세 도시 똘레도 관광 — 똘레도 대성당, 엘 그레꼬의 명화가 소장되어 있는 

산토 토메 교회 등 관람

4.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로 이동

5.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호텔 Madrid Marriott Auditorium 혹은 동급

8일차

1. 호텔 아침식사 후

2. 백설공주의 성으로 잘 알려진 세고비아의 알카사르 관광

3. 세고비아 구시가지 관광

4. 점심식사

5. 마드리드로 귀환

6. 마드리드 관광 — 번화가인 그란비아 거리, 마요르 광장,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 광장 등 관람

7.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선택관광 • 마드리드 왕궁 실내 관광 : €40/1인

호텔 Madrid Marriott Auditorium 혹은 동급

9일차

1. 호텔 아침식사 후 공항으로 이동

2. 항공편으로 바로셀로나로 이동

3. 바로셀로나 도착후 몬주익 언덕 및 전망대 관광

4. 점심식사

5. 몬세라트 수도원 순례

6. 바르셀로나로 귀환

7.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활기찬 거리인 람블라스 거리에서 1시간의 자유시간

8.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선택관광
• 몬세라트 수도원 순례: 검은 성모마리아가 모셔져 있는 스페인 3대 순례지 

(올라갈때: 협궤열차, 내려올때: 케이블카) : €40/1인

호텔 Exe Barberà Parc 혹은 동급

10일차

1. 호텔 아침식사 후

2. 예술의 도시인 바르셀로나 관광 --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인 가우디의 걸작 성가족 성당, 구엘 공원, 피카소 

미술관, 유서 깊은 고딕지구 및 람블라스 거리에 위치한 레알 광장

3. 스페인이 낳은 20세기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 카사 밀라 차창 관광

4.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호텔 Exe Barberà Parc 혹은 동급

11일차

• 아침식사 후 호텔 체크아웃

• 가이드 미팅 후 공항으로 이동

• 국제선 탑승수속 후 각 도시로 출발

아침식사

출발일

• 2019년 9월9일, 16일, 30일 / 10월14일, 28일 / 12월21일

• 출발일 & 출발 미팅장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화 및 카톡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출발일 및 하단 투어 일정은 현지 도로 및 기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투어 출발 

미팅 장소
포르투갈 리스본 국제공항 - 세부 미팅 장소는 투어 예약시에 개별 통지 해드립니다.

일정표

성인 학생 ( 만 16 세 - 29 세 ) 아동 ( 만 3 세 - 15 세 ) 소아 ( 만 2 세까지)

1인 $1650 US + 항공권

주요 

투어 코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톨레도,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론다, 지브롤터, 세고비아, 세비야; 포르투갈 리스본

패키지 

포함내역
차량 ; 가이드 ; 호텔 (전 일정 4성급 호텔 숙박) ; 식사 ; 일정 내 관광지 입장료 ; 마드리드-바르셀로나 국내선 항공권

불포함사항

• [손님 거주지역 - 포르투갈 리스본 국제공항 (to be confirmed) 왕복 항공권] : 저희 대한여행사로 문의 주시면 최저가로 

항공권을 예약 해드립니다!

• 가이드/식사/호텔 팁 : €15/1일/1인 ; 일정 총 €165 — 만 24개월 이상 공통적용

• 선택관광 비용 : 모든 선택관광 비용은 현장에서 유로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여행자보험

개인준비물
• 유럽은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산 문화 탐방 여행입니다. 걷는 일정이 있고, 고르지 못한 길도 있으므로 

편한 신발 을 준비 해주세요.

선택관광 

리스트

• 스페인 세비야 & 그라나다: 플라밍고 €70/1인 - 1시간15~30 분 소요

•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 €40/1인

• 스페인 몬세라트 협궤열차: €40/1인

주의사항

• 하단 투어 일정은 현지 사정, 천재지변, & 불가항력으로 의해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인 과실에 의한 소지품 분실 및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중품 및 현금 등의 분실 

사고와 개인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격에는 선택관광 비용 및 가이드/기사/식당/호텔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단 패키지 포함/불포함 

사항을 참고 해주세요.

• 소아(24개월 미만)는 식사가 제공 되지 않습니다.

• 모든 호텔 건물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흡연 적발 시 1000불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단에 명시된 본 투어 일정은 현지도로 및 기후 등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다소 변경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발일이 임박하여 예약하실 경우는 여행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예약취소/환불에 관한 규정은 이곳을 클릭하여 저희 대한여행사 여행상품 진행약관을 참조해주세요.

가격표

지중해의 로망스 : 10박 11일 스페인 & 포르투갈 고급 패키지 투어!

위치 : 19 West Broadway, Vancouver, BC V5Y 1P1 ◊ 웹사이트 : www.daihantravel.com
연락처 : 밴쿠버 604. 876. 6646 북미 무료전화 1. 888. 876. 6646 한국 070. 8672. 6646

이메일 : hello@daihantravel.com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daihantravel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대한여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