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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설국온천 4일 

▶ 각 지역 공항에서 출발 

 

▶ 콜로라도 덴버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 덴버, 콜로라도 

- 콜로라도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주도 입니다. 로키 산맥의 동쪽과 하이평원 서쪽 끝자락에 있어 연일 300일정도가  화창한 도시 덴

버는 여유로운 분위기와 탐험에 대한 열정을 고루고루 갖춘 모두에게 1년내내 사랑받는 도시입니다. 한때 골드러시의 시기에 체굴 정착

자들을 위한 공급 기지이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수많은 명소와 함께 볼거리, 할거리, 즐길거리 넘치는 덴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관광 

 

◈ 콜로라도 주청사- 황금색의 돔이 빛나는 콜로라도 주청사는 덴서 시청사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덴버의 별칭 마일 하이시티를 확인할

수 있는 해수면 1마일표시를 주청사 계단에서 찾아보세요.  

 

◈ 리노 아트 디스트릭- 도심 바로 북쪽에 위치한 리노(RiNo, River North)라는 동네는 모퉁이를 돌 때마다 멋진 예술 작품들이 즐비해 

있는 즐길거리가 풍성한 곳 입니다.  

 

◈ 유니온 기차역- 100년이 넘은 역사를 지닌 덴버의 랜드마크로서 주변에는 상점과 맛있는 식당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 석식 진행 

 

▶ 호텔 첵인 및 휴식  

1인 지상비  US$1,399+항공 

포함사항 1. 일정상의 호텔비(2인1실 기준) 2. 식사비 3. 차량비, 기사/가이드비 4.관광지 입장료 

불포함사항 
1.기사/가이드 팁(1인당 $15/day) 2.각종 매너팁(식당/호텔/포터)  3.생수값 4.여행자보험 5.싱글차지(1박당 $80) 6.기타 

개인비용 7.일정상의 항공료 등 

비상연락처 
푸른투어 Office NJ ☎ 201-778-4000 /NY ☎ 718-928-3333 /LA ☎ 213-739-2222 /LAS ☎ 702-861-2377 / DAL-

LAS ☎ 469-615-6000  

참고사항 

1. 북미 전 지역 호텔은 금연으로 실내(객실포함)에서 흡연시 U$250~3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객님 부담) 

2. 1인 예약시 공항미팅 & 샌딩비용은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편도당 $50/1인) 

3. 항공사 지연 및 개인적이 사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4. 여행 중 발생될 수 있는 분실 및 개인 안전사고에 대하여 본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중품 및 현금등의 분실

사고와 개인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여행자 보험은 불포함입니다. 투어 출발전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6. 일정은 항공 및 현지도로, 기후 등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각 지역 항공 덴버 

HOTEL :  HAMPTON INN DENVER 또는 동급  

조식 :    X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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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조식 후 스팀보트 스프링스로 이동 (3시간 소요) 

 

▣ 스팀보트 스프링스 

- 내츄럴 온천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즐비해져 있어 핫 스프링스의 파라다이스라 불리기도 한 곳이며, 겨울에 가장 아름다운 미국 타운으

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올드타운 핫 스프링- 8개의 POOL과 2개의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 중 메인 POOL인 하트 스프링스는 39도의 뜨거운 미네랄 온

천수가 분당 800여 리터씩 쏟아져 나옵니다. 

 

▶ JOHN DENVER SANCTUARY로 이동 (3시간소요) 

 

▣ JOHN DENVER SANCTUARY 

유명한 가수이자 작곡가인 존 덴버에게 경의를 표한 이 곳에서 영감을 주는 인용문이 곳곳의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가사

를 찾아 아름다운 풍경과 고요한 분위기에 어느새 힐링되어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 GLENWOOD SPRINGS, CO로 이동(1시간소요) 

 

▶ 석식 후 휴식 및 호텔 숙박  

2일차 

스팀보트 스프링스 아스펜 글랜우드 스프링스 

HOTEL :  HAMPTON INN GLENWOOD SPRINGS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3일차 

글랜우드 스프링스 콜로라도 스프링스 

▶ 호텔 조식 후 글렌우드 온천으로 이동 

 

▣ 글렌우드 스프링스 

- 1883년 이곳은 많은 총잡이와 무법자들이 찾아와 반항의 도시로 불리던 곳 이였지만, 최근 USA투데이가 미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마

을로 선정한 곳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온천탕이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 GLENWOOD HOT SPRINGS POOL - 우트족 인디언은 이 온천에 마법과도 같은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어 이 곳을 신성하게 여겼다

고 합니다. 125년이 넘는 세월동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며, 세계에서 가장 큰 광천수 온천탕에 몸을 담궈 지친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붇돋아 주세요!  

 

▶ 로얄 고지 브릿지로 이동(4시간 소요) 

 

▣ 콜로라도 스프링스 

- 아름다운 경치만큼 인심도 좋은 콜로라도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역사지구,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 자

연 명소와 놀라운 레저 활동 기회를 근거로 최근 미국 국립역사보존신탁 선정 12대 명소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3 

◈ 로얄 고지 브릿지- 북 아메리카의 가장 높은 현수교이며 1929년 협곡을 흐르는 알칸소 강 965피트 위에 지어진 다리입니다.  

 

▶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이동(1시간 20분소요) 

 

▶ 석식 후 휴식 및 호텔 숙박  

HOTEL : HAMPTON INN COLORADO SPRINGS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4일차 

콜로라도 스프링스 덴버 

▶ 호텔 조식 후 신들의 정원으로 이동 

 

◈ 신들의 정원- 약 300-320만년전에 형성된 기이한 모형들의 샌드 스톤들이 즐비해 있는 공원으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대표적인 대

표적인 관광지 입니다.  

 

▶ 중식 후 덴버로 이동 

 

◈ 레드락 앰피시어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붉음 사암층의 큰 암벽을 배경으로 조성된 공연장이며,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

등 내노라 하는 모든 음악가들은 여기에서 공연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 덴버공항으로 이동하여 탑승수속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