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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멕시코 중부일주, 아즈텍문명을 만나다 5일 

▶ 각 지역 공항 도착 및 체크인     

 

▶ 각 지역 출발     

 

▶ 멕시코 시티 공항 도착     

 

▶ 가이드 미팅 후 멕시코 시티로 출발     

 

▶ 멕시코 시티 중심부 관광 : 1987년 멕시코시티 역사 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  소칼로 광장 대성당 

 

- 대통령궁(외부) 

 

- 템플로 마요르 아즈텍 사원(외부)등   

 

▶ 호텔 투숙 및 휴식      

1인 지상비  US$1,299+항공 

포함사항 1. 전일정 호텔(2인 1실 기준) , 2. 전일정 식사 및 전용차량 , 3. 일정상의 입장료 4. 한국어 가이드, 기사  

불포함사항 
1. 기사/가이드 팁(1인당 $15/day), 2. 각종 매너팁(식당/호텔/포터)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4. 독방 사용시 1박 $65추

가 (4박 $260 추가비용 발생)  5. 여행자 보험  6. 공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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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에 기재된 호텔, 식사는 예정이므로 출발전 변경될수 있습니다 

2. 행사인원에 따라 차량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3. 멕시코는 US달라가 통용이 될수 있으며 그외 멕시코화폐 페소 사용 시 가이드에게  

4. 개인적인 행동 주변지역 방문은 위험할수 있습니다. 

5. 전기 코드는 110V사용 (미국과 동일) 

6. 평균온도 12도 ~ 25도 일교차 있습니다. 

7. 독방 사용시 1박 $65추가 (4박 $260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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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수영복, 따뜻한 자켓, 운동화, 스리퍼, 워터 슈즈, 칫솔, 치약, 개인 상비약, 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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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각 지역 MEX 멕시코 시티 

HOTEL :  NH HOTEL Reforma MEXICO CITY 또는 동급  

조식 :    X                          중식 :  X                                  석식 :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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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조식     

 

▶ 가이드 미팅 후 톨란통고 (TOLANTONGO) 협곡으로이동  (3시간 30분 소요)     

 

▶ 멕시코10대 관광 명소중의 한곳인 구르타스 톨란통고     

- 톨란통고(TOLANTONGO) : 멕시코의 10대 관광명소로선정된  디톡스 동굴온천과 노천온천으로 석회 동굴에서 동굴에서분출하는 물

로 조성된 온천 단지이나 물의온도는 뜨겁지않으나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협곡의 웅장함을 보며 석회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디톡스 온천

을 즐길수있는곳입니다. 터어키색 물이 이색적이어서 관광객이 찾는 인기 장소입니다.     

 

■ 포함관광 : 툴라 국립유적지(톨테카의 유적)     

※ 입장 가능 시에만 시행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2일차 

멕시코 시티 톨란통고 익스미킬판 

HOTEL : PALMAS HOTEL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호텔 조식     

 

▶ 가이드 미팅 후 유네스코 문화 유산도시 산미겔데아옌데로 이동 (약 3시간 소요)     

 

▶ 산미겔데아옌데(SAN MIGUEL DE ALLENDE)     

-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16세기에 건설되어 히스패닉 문화와 메소아메리카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 입니다. 바로크, 신고딕 등 다채로운 건축기법이 어우러진 18세기 건물들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

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도시,  쾌적한 기후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멕시코 명소 중 한곳입니다.     

 

▶ 산미겔데아옌데 출발 하여 과나후아토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 과나후아토 시내관광      

- 대성당광장, 후아레스극장, 키스 골목 등     

 

▶ 과나후아토(GUANAJUATO)      

- 멕시코의 북부 중앙에 위치한 아름답고 꼭가고싶은도시이며 세계 종합 예술축제 중 하나인      

하나인 세르반테스 축제가  매년 열리고, 영화 '코코'의 배경도시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중세 도시의 모습을 간직한 이곳은 1988 유네스

코 세계문화 지정 도시로지정 거리 곳곳에 흥미로운 동상들과 아기자기한 건축물의 모습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3일차 

익스미킬판 산미겔데아옌데 과나후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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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조식     

 

▶ 가이드 미팅 후 세계 3대 피라미드 테오티와칸으로 이동(4시간)     

 

▶ 테오티와칸(TEOTIHUACAN)     

- 테오티와칸 아즈텍문명이전 중에서 최대의 건축물이자 세계에서도 세번째 크기인 해의 피라미드 

 

- 커다란 종교 의례를 행하였던 달의 피라미드 

 

- 사자(死者)의 거리 

 

- 재규어 사원 

 

- 물과 농경의 신을 상징하는 케살코아틀 등을 관람합니다   

 

▶ 멕시코 시티로이동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4일차 

과나후아토 멕시코시티 

HOTEL :  HOLIDAY INN GUANAJUATO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포함관광 :  과나후아토 삐빌라 전망대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5일차 

멕시코 시티 각 지역 

HOTEL :  NH HOTEL REFORMA MEXICO CITY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호텔 조식     

 

▶ 세계3대성모발현지 과달루페 성당 관람  

 

▶ 멕시코 시티 공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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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시티 공항 출발      

 

▶ 각 지역 공항 도착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