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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4박 6일 

▶ 각 지역 국제공항 3시간 전 집결 

 

▶ 잉카 제국의 잃어버린 궁중도시 페루로 출발 

 

▶ 리마 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 호텔 체크인 

 

※ 출발하시기 전 반드시 여권, 비자 등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지상비  US$1,999+항공 (4인 이상 출발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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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포함사항 

1.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 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국제적 

관례에 따른 공동 경비  USD 15.00/일 (기사팁+가이드팁) 를 현지 가이드 혹은 인솔자에게 지불합니다. 3. 선택관광 숙박 

후 호텔의 매너팁, 식사 후의 매너팁은 개인당 $2 정도를 권해드리며, 식당에서의 병물은 판매용입니다. 4. 싱글차지 (1박

당 $100) 5. 여행자보험 및 개인적인 경비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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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배정 및 침대타입 배정은 호텔의 고유 권한이며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카시트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현지법상 미성년자가 참여할 수 없는 행사, 옵션 또는 제공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일정 중 개인 사정으로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Refund) 되지 않으며, 크레딧(Credit)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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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항공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 추가 경비 발생은 저희와 무관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분실,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정의 변경및 일부 취소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면책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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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각지역 리마(LIM) 

HOTEL :  Melia Lima 또는 동급 

조식 :    X                                     중식 :  X                              석식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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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내 조식 후 쿠스코 행 공항으로 출발 

 

▶ 쿠스코행 출발 

 

▶ 쿠스코 도착 

※ 잉카 제국의 심장 쿠스코는 해발 고도가 3,399M입니다. 고소 증세를 느낄 수 있으며 장거리 비행과 14시간의 시차는 피로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 중식 

 

▶ 관람 : 쿠스코 투어 (산토도밍고 성당(꼬리깐차), 12각돌, 아르마스 광장) 

  

▶ 마추피추의 관문 우루밤바 도착 

 

▶ 석식 

 

▶ 호텔 체크인 

2일차 

리마(LIM) 쿠스코(CUZ) 우르밤바 

HOTEL :  San Agustin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조식 후 오얀따이땀보 기차역으로 이동 

 

▶ 열차편으로 아구아 깔리엔떼스(마추피추역) 이동 

 

▶ 셔틀버스 탑승 후 마추피추 국립공원 입구로 이동 

 

▶ 관람 : ‘ 잉카의 숨결. 숨겨진 잃어버린 공중 도시' 마추피추 

 - 1983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곳은 잉카제국 최고의 군주라 일컬어졌던 '빠차꾸떽'의 지시로 만들어져, 

그가 하늘을 관찰하고 농경과 관련된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머물렀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태양의 신전, 왕의 무덤 등해시계, 태양의 불, 콘돌의 신전과 감옥, 계단식 밭 등) 

  

※ 사탕, 껌, 생수등을 사전에 챙기세요. 무리하게 걷지 말고 가볍게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올라가세요. 

 

▶ 시내로 귀환 후 열차편(잉카레일) 으로 우르밤바로 이동 

 

▶ 호텔 도착 후 석식                                                                      

3일차 

우르밤바 아구아깔리엔떼스 마추픽추 우르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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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우르밤바 쿠스코(CUZ) 리마(LIM) 이카 나스카 

HOTEL :  San Agustin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이른 아침 기상  

 

▶ 쿠스코 to 리마 행 공항으로 출발 

 

▶ 공항 도착 

 

▶ 리마 행 출발 

 

▶ 리마 도착 후 나스카로 출발.  

 

★선택관광 : 나스카로 이동 중 ‘와카치나 사막’ 에서 샌드카 및 샌드보드 $50/1인 

  

▶ 나스카 도착 후 석식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Casa Andina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5일차 

나스카 빠라까스 리마 

▶ 기상 및 호텔 조식 

 

▶ 나스카 문양 경비행기장으로 출발 

 

▶ 관람 : 경비행기로 ‘나스까 문양’ 투어 

- 페루는 몰라도 나스카 문양은 안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유명세가 있는 만큼 엉뚱한 사설과 추측도 난무합니다. 천문 달력, 

물에 대한 간절함을 비는 부적, 신에 대한 경배 혹은 외계인이 남겨 놓은 암호 등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기후 특성상 1,500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상태이고 날씨가 화창해야 문양이 더욱 또력하니 좋은 날씨가 되기를 기원합

니다. 

  

▶ 리마로 이동 중 ‘빠라까스’ 경유. 물개섬 투어 

 

★ 선택관광 : 바예스따 섬 투어(물개섬) $50/1인 

- 3억마리 이상의 물새와 펭귄. 그리고 물개가 서식하는 작은 갈라파고스(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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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 

 

▶ 리마로 출발 

 

▶ 리마 도착 후 석식 

 

▶ 리마 국제공항으로 이동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6일차 

각지역 

▶ 미국 각 해당 지역으로 출발 

 

▶ 도착 후 자유 해산 

HOTEL :  

조식 :    X                                     중식 :  X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