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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도시 달라스 당일투어 

★★★ 미팅장소 ★★★ 

▶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 09:00 AM : 4060 SH-121 #178, CARROLLTON, TX 75010 에서 미팅 

 

 

 

※ 론스타가 빛나는 도시: 달라스 

- 달라스는 미 중남부 대초원의 완만한 구릉지내의 중심지에 있는 도시로 중북주 캐나다에서 부터 카리브해까지 막히는 곳이 없이 뻥 

뚫린 곳에 자리잡은 도시 입니다. 달라스는 지리적으로 미국 중심에 위치하여 미국의 여러 지방에 쉽게 접근할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미

국의 본부를 이곳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 스톡야드로 이동(40분 소요) 

 

▶ 관광 

- 포트워스 워터가든 : 3가지 물의 테마로 구성된 공원으로 1974년에 저명한 두명의 건축가가 도심속에 감각을 일깨우는 문화공간을 

설립하고자 물과 자연,그리고 텍사스 고유의 스타일로 조성 되었습니다. 가든의 하이라이트 액티브 워터 풀안의 징검다리 계단에서 잊

지못할 인생샷 찰칵도 잊지마세요! 

 

- 가장 텍사스다운 카우보이 마을, 포트워스 스톡야드 : 타임머신을 타고 서부 개척시대에 온듯한 이곳은  미국 국가 역사지구로 지정된 

민속촌 마을 입니다. 소무역이 활발하던 시절 그 중심에 있던 지역으로 가우보이들이 소나 말을 거래하는 곳이였습니다. 현재는 서부 개

척시대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으며, 다양한 상점들과 롱혼 소들도 볼수있는 볼거리 가득한 곳입니다. 

 

▶ 중식 후 달라스 다운타운으로 이동 (40분소요) 

 

 

1인 지상비  US$179 

포함사항 1. 차량, 2. 관광지 입장료, 3. 가이드/기사 

불포함사항 1. 기사/가이드 팁(1인당 $15/day), 2. 비자피, 생수값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4. 중식 1회 

비상연락처 푸른투어 Office ☎ 469-615-6000  

참고사항 

1. 본 상품은 현지 합류상품으로, 현지에서 예약하신 고객들과 합류하여 진행됩니다.  

2. 차량은 투어 인원에 따라 "인원별" 차량 제공됩니다. (7인승 밴/15인승 밴/중형버스/대형버스) 

3. 기사/가이드 팁은 1인당 1일 $15 입니다. (ex. 3박4일 투어할 경우 - $15 X 4일 = $60/1인) 

5. 해외 여행자 보험은 불포함입니다. 출국 전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6. 1인 예약시 공항미팅 & 샌딩비용은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편도당 $70/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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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달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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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 죠지 부시 대통령 기념관 : 부시 대통령 기념관은 2013년에 완공되었으며,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놓은 듯한 재현된 대통령 

집무실이 있으며, 9.11테러등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자료들을 볼수 있으며, 부시 대통령 부부의 4만3천여건의 소지품들이 전시 되어

있습니다.  

 

- 페롯 자연사 박물관 : 최첨단 5층 건축물 내에 다양한 전시장을 제공합니다. 구조 자체는 독특한 콘크리트 큐브로 현대적인 디자인으

로 보이지만, 내부에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느끼기엔 충분할 정도로 다양한 지식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 식스 플로어 박물관 : 달라스의 관광명소로 1963년 달라스에서 암살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유산을 다루고 

있으며, 이 박물관의 독특한 점은 리 하비 오스왈드가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바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딜리 플라자: 달라스의 발상지라고도 불리는 공원이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장소입니다.  

 

- 존 F. 케네디 메모리얼 플라자: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는 대표적인 장소 입니다.  

 

- 리유니온 타워 : 171미터의 높이로 달라스 시내의 전경을 내려다볼수 있는 타워로 달라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명소입니

다. 달라스 고층건물 사이에서도 단연 최고의 웅장함을 발산하는 리유니온 타워는  1978년 문을 연 이후 줄곧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왔습니다.  

 

 

▶ 달라스 푸른투어 지사에서 해산  

HOTEL :  

조식 :    X                          중식 :  X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