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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코스타리카 5박6일 

▶ DFW 공항 출발  

 

▶ 산호세 공항 도착  

 

▶ 산호세 도착후 가이드 미팅 

 

▶ 산호세 명동거리 및 시내관광 

 

▶ 호텔 투숙후 휴식  

1인 지상비  US$1,340+항공 

포함사항 
1. 전일정 호텔(2인 1실 기준) , 2. 전일정 식사 및 전용차량 , 3. 일정상의 입장료 4. 가이드, 기사  5. 공항미팅&샌딩  6. 푸

른투어 특전 : Coffee Candy 증정 

불포함사항 
1. 기사/가이드 팁(1인당 $15/day), 2. 각종 매너팁(식당/호텔/포터)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4. 독방 사용시 1박 $60추

가  5. 여행자 보험   

비상연락처 푸른투어 Office DALLAS ☎ 469-615-6000  

참고사항 

1. 일정표에 기재된 호텔, 식사는 예정이므로 출발전 변경될수 있습니다 

2. 3일차와 5일차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독방 사용시 1박당 $60 추가 요금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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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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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분실,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정의 변경및 일부 취소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면책됨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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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달라스 산호세 

HOTEL :  BARCELO SAN JOSE 또는 동급  

조식 :    X                                     중식 :  X                              석식 :   현지식                                    

▶ 조식후 태평양 바닷가로 이동 

 

▶ Carara 열대우림 국립공원 트레킹(편한 신발 준비해주세요) 

2일차 

산호세   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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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사파리투어 

 

▶ 강을 따라 이동하며, 각종 새, 동물, 악어, 이구아나 관찰.      

- 야생악어관광(세계 최다 서식지)     

 

▶ 석식후 호텔투숙  

HOTEL : BARCELO SAN JOSE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POAS 화산관광 

 

▶ la paz 생태공원 (폭포/나비 등) 관광및 트레킹 

 

▶ 세계 유일의 스타벅스 농장및 카페테리아 방문 

 

▶ 석식 후 호텔 투숙  

3일차 

산호세 

HOTEL :  BARCELO SAN JOSE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식                                      

▶ 열대 운무림 트레킹 

 

■ 선택 관광 : 짚라인 체험($60/인) 

 

▶ 올가닉 농장에서 농장 체험 및 중식 

 

▶ Los Lagos 리조트 체크인후 온천욕  

 

4일차 

아레날 

HOTEL :  LOS LAGOS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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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아레날 

▶ 오전 자유시간 

 

▶ 관광 

- 화산 호수 유람선 관광 

 

▶ TABACON 온천에서 온천욕 즐긴 후 중식 

- 세계 제일의 자연 노천, 용암에 데워진 온천물에서 온천욕(알칼리) 

 

▶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HOTEL LOS LAGOS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온천 내                                      

6일차 

산호세 달라스 

▶ 호텔조식후    

 

▶ MUELLE IGUANA 관광 

 

▶ ZARCERO 공원 중식후 공항이동 

 

▶ 산호세 공항 출발 

 

▶ DFW 공항 도착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