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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에 가봤어’가 아니라 ‘모로코에 사막 캠핑을 다녀왔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행. 여행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어드벤처 트래블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세요. 우리가 늘 접
해왔던 버스에 ‘타고 내렸다’를 반복하는, 단지 명소에 점을 찍는 패키지 여행이 아닙니다. 국
민소득 3만달러 시대, 이제 우리는 단지 많은 것을 보기 위해, 몇 개국을 다녀왔는지 자랑하
기 위해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경험과 진정한 탐험을 통해 잃어버렸던 당신의
컬러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Make Better

world

어드벤처 트래블은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여행을 만들기 위해 다국적 호텔체인
이나 불법 업체 및 미공인 가이드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여행,
바로 어드벤처 트래블입니다. 어드벤처 트래블은 로컬 투어 오퍼레이터, 로컬 가이드, 로컬
호텔, 영어가 가능한 한국인 인솔자 동행을 투어의 기본 지침으로 삼아 적법한 형태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지 미공인 불법 가이드가 아니라 자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수십년간 가이
드로 일해 온, 프로페셔널한 가이드들의 열정 넘치는 설명을 들어보세요.

Deep Inside of The

earth

많은 이들이 경험한 여행이 지구상의 1%라면 나머지 99%를 걸어서, 쇄빙선이나 조디악을 이용해,
카누나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제대로 ‘지구 깊숙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여행이 어드벤처 여행입니
다. 지금까지 버스와 비행기만을 이용해 점을 찍는 방식으로 당연시되어왔던 한국 여행의 패키지
형태를 벗어나 더욱 먼 곳, 더욱 깊은 곳까지 한걸음 더 들어가는 여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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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M AT YOUR OWN RISK (수영에 관련된 어떤 사고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이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외국의 호텔 수영장에서는 안전요원이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영에 관한 모든 위험은 여행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대부분 나라의 법원도 사고 발생시 개인의 책임으로 판결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외국의 호텔 수영장에서나 여행사투어 중 수영에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면 100% 여행자 책임이라는 것이

안전한 여행,
여행을 안 가면 될까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호텔이나 투어회사가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겠지만 외국의
법원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를 연결하는 몽블랑 둘레길, Tour du Mont blanc 트레킹에
비하여, 프랑스 정부가 관장하는 유럽의 몽블랑 정상등반은 1박2일이면 오를 수 있지만, 한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산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하루에도 수 차례 헬리콥터로 구조 활동을 벌이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입산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수욕장을 1년에 7~8월 두달만 개장하고 나머지 10개월 동안
폐장합니다. 그 외의 기간에 수영을 하면 벌금을 부여하지요. 오로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외국의 해수욕장에서 파도가
높을 때 빨간 깃발 등으로 위험을 알리는 사인을 본적은 있지만 1년에 10개월 동안 폐장하는 해수욕장은 본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추운
날에는 해수욕장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발 4000m에 위치한, 남미의 티티카카 호수에서도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남극/북극에서도 폴라 플런지(polar plunge)라고 하는 바다에 입수하는 수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상안전을 위하여
바다에 들어가면 벌금을 물리는 논리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여행을 금지하는 논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안전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보온방법이나 수영을 배우는 등 안전을
위한 개인의 능력을 기르는 적극적인 안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전수준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통제와 금지의 수준이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금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는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없게 합니다.
남극탐험 크루즈에서 대피 훈련(Evacuation), 상륙방법을 배우고, 킬리만자로를 등반하며 산행의 적절한 장비를 알아가는 등 한 번이라
도 어드벤처 여행을 다녀왔다면, 안전을 위한 능력이 길러 졌을 것이고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가족과 자신을 보호하는 진정한 안전을 인
식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안전 Adventure Travel 과 함께 같이 만들어 갑시다.
Therefore I Adventure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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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where is Local

S

어드벤처 트래블은 아주 큰 도시에서 작은 시골마을까지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 가능한 로컬 비즈니스를
이용하려 노력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가치와 정의에 입각해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올바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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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what make
us different?
어드벤처 트래블이란?
어드벤처 트래블은 소규모 그룹 투어로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을 탐험하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매 프로그램마다 하이라이트가
있고, 현지문화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잊지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정 중의 개인의 자유역시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보았더라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냥 보는 것과 정말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것은
다름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 여행입니다.

교통수단의 다양성

개성이 살아있는 숙소

현지의 맛과 멋

숙련된 투어리더

독립적 활동 보장

지금까지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여행을 하

우리는 여행의 기분과 컨디션을 좌우하는 숙소

식비는 이미 지불한 투어비에 대부분 포함되어

어드벤처 트래블의 투어리더들은 해당 지역을

자유 역시 어드벤처 트래블의 매력이라 생각합

셨나요? 어드벤처 트래블은 낙타와 뚝뚝, 통나

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

있지만 어드벤처 트래블의 가이드 및 인솔자들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안전교육 등으

니다. 어드벤처 트래블은 투어리더가 이끄는 수

무배, 카약, 사파리 지프, 현지 로컬 열차, 프라

든클릭 한번으로 언제든 머물 수 있는 다운타운

은 자유시간에 어디로 가야 현지의 맛과 멋을 즐

로 위급사항에서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할 수 있

동적인 여행의 방식을 벗어나 현지의 호기심을

이빗 밴 등 이용하지 않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의 어느 호텔이 아니라 현지문화를 가장 잘 느낄

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식 요리에

습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합니다. 지역

수 있는 개성 있는 숙소를 선택합니다. 드넓은

서부터 스트리트 푸드, 현지 시장, 최고의 럭셔

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큼은 다른

의 마켓을 찾아 본인만의 컬리너리 투어를 할 수

초원을 전망할 수 있는 사파리 롯지에서부터 별

리 디너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고

어떤 여행사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어드

도 있고, 전망이 좋은 조용한 카페를 찾아 여유

을 바라볼 수 있는 캠핑, 현지 가정의 게스트하

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벤처 트래블을 믿고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스 등 다양한 숙소를 이용합니다.

10 |

11

leading the
adventure
travel

어드벤처 트래블의 리더

장영복 극지
가이드 겸 인솔자로서의
프로페셔널 함이 돋보이는 장영복
투어리더는 남극점, 북극점까지의

극지 생태계 및 남미 트레킹
전문 인솔자

종주를 비롯해 익스페디션 크루즈

심지은 극지

여행, 아프리카 및 중동, 남미지역

프랑스 샤모니를 사랑한 남자

그녀가 가는 곳에
불가능이란 없다

중남미 전문

최상의 케어, 준비된 특수지역
트레킹 전문 투어리더

박시형 알프스

이은혜 극지 아프리카

강혜원 중남미

진성윤 아시아 트레킹

인솔 등을 수차례 해온 전문가로

작은 체구이지만 여행 마지막까지

20년간 어드벤처 트래블을 이끌어

넘치는 에너지로 여행객의

박시형 투어리더는 2016년부터

이은혜 투어리더는 극지와

2014년부터 중미의 멕시코,

2017년 어드벤처 트래블에

북극, 아프리카를 가슴에 담다

북유럽 트레킹

오고 있다. 아직 여행 프로그램이

놀라움을 사고 있는 심지은

몽블랑 트레킹 팀의 현지 차량수배,

특수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과테말라, 쿠바 지역과 남미 및

합류한 진성윤 투어리더는 네팔

나슬기 극지, 아프리카

설은미 북유럽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투어리더는 대학 시절 페루

가이드 수배, 현지 안내 등을 맡아

전문으로 2015년부터 어드벤처

스페인 지역 투어리더로 활동을

안나프루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들어가 다양한 어드벤처 상품을

잉카트레일을 계기로 트레킹의

2016년에만 16팀(136명), 2017년

트래블에서 남극과 북극

시작한 그녀는 잡지사 기자에서

슬로바키아 하이타트라 트레킹,

북극 스발바르 제도 익스페디션

2017년 어드벤처 트래블에 합류해

개발하고, 직접 인솔까지 겸하는

재미에 빠졌다. 남미를 비롯해

16팀(136명), 2018년 14팀(178명)의

익스페디션 크루즈 프로그램,

투어리더 겸 가이드 북 작가로

스리랑카, 남미 지역 인솔을

크루즈 프로그램과 아프리카 종단

유럽과 미주 지역 인솔을 맡고 있는

기존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도전적이고

개척자이자 모험가이다. 그는 국내

유럽, 아시아, 극지까지 섭렵한

인솔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양한

아프리카, 코카서스, 아이슬란드

변신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다녀온 특수지역 및 아시아지역

프로그램 인솔을 맡아 산전수전을

설은미 투어리더는 평소 꼼꼼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어드벤처

어드벤처 트래블 시장의 저변을

그녀는 어드벤처 트래블의 극지

경험만큼이나 친화력과 정보력이

트레킹, 캐나다 로키산맥 트레킹

있다. 가이드북<이지남미5개국,

트레킹 전문 투어리더다. 1998년

다 겪은 어드벤처 트래블의

깔끔한 일처리로 손님들에게

확대시키고 꾸준히 성장시켜 온

생태계 및 남미 트레킹 전문

좋아 현지 한국인들 사이에선

프로그램을 이끌어왔다. 강하고

멕시코+쿠바>의 멕시코, 칠레,

인도네시아 여행을 시작으로

대표 인솔자. 친근하고 따뜻한

인정받는 투어리더다. 지난 여름

사람 중 한 명으로 여행업계에서

인솔자로 극지 익스페디션 크루즈

‘샤모니 통’으로 통한다. 투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팀원들을

아르헨티나, 브라질 편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이미지만큼이나 때로는 딸처럼

노르웨이 3대 트레킹 인솔을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내에서도

여행에 참여하는 여행자들에게 좀

리더로서의 일도 자신감 있고

잘 이끄는 것으로 정평이 나

<이지스페인+포르투갈>을 썼다.

세계를 찾아 다니며 트레킹의

때로는 친구처럼 다정다감하게

하며 쉐락볼튼과 트롤퉁가에서

투어리더 자격증 소지자로 돌발 상황에서 위기

따뜻하고 섬세한 리더십으로

더 세세한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님들의

있다. 트레킹과 자연을 사랑하는

투어리더로서 철두철미하게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사이클링과

다가가는 것이 장점인 인솔자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다고.

대처가 가능하고 영어와 현지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존경을 받고 있다. 장영복

현지 생태계에 대해 공부하고

만족도도 높다. 앞으로 알프스

그녀는 앞으로 알려지지 않은

준비하고 꼼꼼하게 투어 진행을

스케이팅, 사진 촬영에 취미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북극지역

앞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대표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있다고. 생태계 전문가로 거듭날

산악, 트레킹 가이드로서 전문성을

세계의 다양한 트레킹 루트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있는 그는 최상의 체력과 최고의

탐험과 아프리카 탐험에 나설 수

지역 트레킹을 비롯해 북유럽의

어드벤처 트래블이 있다고 해도

그녀와 함께 떠나는 여행은 생각만

키워 더 많은 이들에게 대자연의

개발해 어드벤처 트래블을 더욱

현재 어드벤처 트래블에서 남미,

사진으로 고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있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싶다는

대자연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을

과언이 아니다.

해도 기대된다.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싶다고 한다.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프리카 지역 인솔을 맡고 있다.

선사하고 있다.

바람을 갖고 있다.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어드벤처 트래블을
이끄는 사람들
트래블에는 열정과 애정,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투어리더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모두 전문

능력이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
10~20여명을 이끌고 팀을 인솔한 경험이 있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로 고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어드벤처 트래블의 자랑, 어드벤처
투어리더와 로컬 투어리더들을 만나보실까요?

로컬
투어리더

극지 해양 생태계 전문 투어리더

뚜르 드 몽블랑의 최고 산악가이드

안데스를 사랑한 남자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파리 전문 가이드

베트남은 나에게 맡겨라

히말라야 전문 산악 가이드

제이미 Jamie 남극, 북극

크리스토프Christoph 프랑스 샤모니

후스티노 Justino 페루 쿠스코

케스 kess 탄자니아 아루샤

리 뚝 Le Thuc 베트남 하노이

카트리Khatry 네팔 포카라

제이미는 해양 생태학자로 가능한 많은

크리스토프는 국내 최초, 최대의 몽블랑

페루 쿠스코 지역에서 산악 트레킹 및 투어

탄자니아 아루샤의 인맥 왕 케스. 케스는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카트리는 네팔에서 나고 자란 타고난

시간을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땅 남극과

라운딩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어드벤처

전문 가이드로 활동하는 후스티노는 경력만

응고롱고로와 세렝게티 사파리 전문

사랑하길 바란다는 베트남 현지 투어리더

산악인이다. 네팔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산악

북극에서 보내려 노력한다. 2004년 영국

트래블의 든든한 파트너로 30년간 많은

20년이 넘었을 정도로 베테랑 가이드다.

가이드로 수십년간 일해왔다. 그는 국립공원

리 뚝은 대학에서 베트남 전통과 문화를

가이드로 활동하며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남극연구원으로 2년간 남극에서 겨울을

트레커들을 몽블랑으로 이끈 전문

대학에서는 관광학을 공부하고 페루 가이드

내의 거의 모든 지프의 드라이버 겸

전공했을 정도로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무스탕 등 히말라야의 구석구석을 다녔다.

보냈고 현재는 엑스페디션 크루즈의

산악가이드다. 트레커들의 성지이자

자격시험을 통과해 전문 가이드로 활동을

가이드들과 인사할 정도로 친화력이 좋을

남다르다. 오랜 기간 어드벤처 트래블의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네팔의 자연과

투어리더로 일하고 있다. 그는 215회의

몽블랑의 베이스캠프인 샤모니에서

시작했다. 페루 안데스 지역의 전문 산악

뿐만 아니라 예리함과 특유의 감각으로

파트너로 활동하며 베트남의 가장 생생한

문화에 대해 전세계인에게 알리고 싶다는

엑스페디션 크루징을 포함해 2,800일동안

활동중이다. 안전한 트레킹은 물론이고,

트레킹은 물론이고, 잉카유적지 마추픽추

빅파이브 동물을 찾아내는 능력을 지녔다.

정보와 매력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생각을 갖고, 대학에 들어가 네팔의 역사와

바다 위에서 시간을 보냈고, 36만마일 항해

아름다운 몽블랑의 대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와 눈을

사륜구동 사파리 차량을 몰고 온 국립공원을

노력해왔다. 누구나 가는 베트남 여행이

관광 산업에 대해 공부했다. 현재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제이미는 다양한 해외

들려주는 것을 특히 즐긴다. 야생화와

감고도 알 수 있을 정도. 그는 친절하고

누비면서 간혹 펑크가 난 차량이 있을

아니라 베트남 열차 종단과 트레킹, 각종

카트만두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히말라야

잡지에 극지 해양생태계에 대해 기고하고

산악지역의 식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세세한 설명과 부드러운 미소, 섬세함으로

경우 도움 요청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문화체험과 액티비티를 원한다면 리 뚝에게

트레킹 전문가로 성장했다. 안전하고 즐거운

있으며 런던, 이집트, 인도네시아에서 성인

잘 알고 있을 정도. 몽블랑 트레킹에 대한

많은 고객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는 가이드

매너+친절함까지. 케스와 함께라면

문의하자.

산행이 되기 위한 A부터 Z까지 안내하는

대상 해양생물학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철저한 지식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중 한 명이다. 특히 잉카 유적과 쿠스코

탄자니아 사파리 여행은 만족100%다.

진정한 극지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재담꾼 투어리더 크리스토프를 만났다면

대성당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이는 엄청난 행운! 트레킹 기간 내내 행복할

듣다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지역을 깊이

것이다.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네팔 최고의 산악 투어 리더 카트리를
만나보자.

아프리카
종단

TMB일주
남/북극
익스페디션
크루즈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남미
베스트

베트남
종단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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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et
list
RICH LIFE
Theme

나는 사막에서 별을 보면서 자본적이 있다.

리치 라이프

나는 진정한 안전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주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포유동물 Big 5

아직 세상을 향한 더 많은 꿈과 더 다양한 경험을

(사자, 코뿔소, 치타, 버팔로,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다.

꿈꾸고 있다면 나만의 리치 라이프 지수를
체크해보세요. 특별한 경험에 관한 아래의 지표를
통해 나만의 어드벤처 라이프를 기획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세계 7대 자연유산인
하롱베이 섬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다.

걸어서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워킹 사파리를 한 적이 있다.

마이그레이션을 따라
한눈에 수천 마리의 동물을 목격한 적이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
76p

킬리만자로
산장 트레킹
7대륙 최고봉 중 하나를 오른 적이 있다.
52p

아프리카
종단
86p

W-Trek
30p

나는 필그림을 해본적이 있다. (까미노, 카일라스, 아담스 풋.)

10년 후 사라질지 모르는 적도의 킬리만자로 빙하를 보았다.

나는 빙하 위를 걸어본 적이 있다.

자연의 한 가운데인 내셔널 파크 안의 호텔에서 자본적이 있다.

나는 섭씨 0도의 물에서 수영을 한 적이 있다.

현지 공동체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있다.

나는 팁을 세련되게 줄줄 안다.

나는 살아있는 분화구 옆에서 노숙을 한 적이 있다.

다른 문화의 결혼식에 참석해본 적이 있다.

칼라하리 사막에서 부시 맨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적이 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본 적이 있다.

오카방코 델타에서 수영을 한적이 있다.

세계 3대 기차여행인 인도 기차여행을 한 적이 있다.

최소 일주일 내내 봉사활동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

7대륙 중 하나인 남극대륙의 땅을 밟아 본적이 있다.

나는 해외에서 산 정상까지 등반해본 적이 있다.

혼자 여행해본 적이 있다.

나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북극 땅을 알고 있고 방문한 적이 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다.

북극곰을 야생에서 본 적이 있다.

육로로 국경을 건너서 여행해본 적이 있다.

나는 파타고니아가 어디인지 알고 있다.
잉카인들의 자취를 좆는 잉카 트레일을 걸은 적이 있다.

잉카
트레일
64p

헬리콥터를 타본 적이 있다.
아마존 강을 본 적이 있다.

코카서스
3국
115p

안나프루나
베이스캠프
56p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다.

한 달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해본 적이 있다.
관심이 있는 자선단체를 후원해본 적이 있다.
조용히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해본 적이 있다.
여행 중에 현지인들과 식사를 해본 적이 있다.

남미
베스트
88p

나는 산호초가 있는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한적이 있다.

보트를 타본 적이 있다.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길 쿠스코-푸노> 구간을 육로로 여행한적이 있다.

나는 용암호수를 본 적이 있다.

제2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있다.

지구상 600여 마리만이 남은,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고릴라 가족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30미터 이상을 헤엄칠 수 있다.

유명한 혹은 유서 깊은 호텔에 묵어본 적이 있다.

요르단 왕국
어드벤처
나는 트레킹의 즐거움을 알고 있다. 111p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다.

사해에서 수영을 한 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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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나는 트레킹으로 국경을 넘은 적이 있다. 파타고니아

선 셋을 즐기기 위해 카페를 예약하고 차를 마신 적이 있다.
※ 여러분 버킷 리스트 Bucket LIST를 채우기 위한 추천 프로그램을 확인해 주세요.

동남아시아에서 기차여행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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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0 Reasons Why
Adventure Travel
Is Good for You
당신이
어드벤처 여행을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어드벤처 여행, 왜 떠나야 하는 걸까요? 과연 이 여행의 장점이

1

어드벤처 여행을 하다 보면 진흙이 묻고 흙먼지를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약간
의 더러움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청결에 대한 현대인의 강박이 알
레르기와 천식 및 염증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죠. 어드벤처 여행을 하며 자연에서 약
간 더러워지는 것은 강력한 면역 체계를 위한 최선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드벤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더욱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2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광범위한 건강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국의 의사들은 심장병에서부터 비만에 이르
기까지 공원을 걸으라는 처방전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어드벤처 여행은 야외활동 처방전의 다음 레벨이라고 할
수 있죠.

3
4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면 다음 10가지 이유에 집중해주세요. 모험심을
발휘해야 하는 어드벤처 여행은 무엇보다 당신의 심신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주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위한 어드벤처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6

로 해마는 50대 중반에 이르러 작아지면서 기억력을 둔화시킵니다. 하지만 한 주에 40분간, 1년동안 산책 한 중
년 성인 그룹은 평균 해마가 2%씩 발달해 수년간 유지됐습니다. 하이킹은 당신의 정신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드벤처 여행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험을 하다 보면 계획
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드벤처 여행 후에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오더라도 잘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모험에 나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무언가가 되고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모험에 나서는 당신은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7
8

생동안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하이킹은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이킹이나 걷기가 뇌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

5

건강하게 만듭니다.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극한상황,

모험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연을 놀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드벤처 여행은 평

어드벤처 여행을 즐기다 보면 반사신경과 기억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무언가
를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은 항상 지쳐있습니다. 매순간은 너무 바쁘게 흘러
가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모험을 여러 번 반복하다보면 그 시간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
습니다.

어드벤처 여행은 꿈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쌓아줍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 매거진의 편집인은 여행이
꿈-계획-이동-공유와 같은 사이클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각 단계에 도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
다. 하지만 확실한 한가지는 거대한 자연의 파노라마를 감상하는 여행이 중독성 있다는 것입니다. 모험은 자신
감을 심어주고, 당신은 더욱 더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행할 때마다 변화하는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 단계를 더 추가한다면 그건 ‘좀 더 큰 꿈’이라 할 수 있겠네요.

9
10
16 |

어드벤처 여행은 사회적 질병을 치료합니다. 특히 모험심을 발휘할 아이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
이들의 행동에 하나하나 관여하는 ‘헬리콥터 부모’도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모험심, 탐험 욕구를
살리는 일은 앞으로의 다양한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험심 있는 여행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험 여행가들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여러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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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Q
어드벤처 여행의 레벨이 궁금합니다.

Adventure
travel
Q&A
어드벤처 여행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드벤처 여행은 무엇인가요?

어드벤처 여행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안나푸르
나 베이스캠프까지 트레킹 하는 것보다 8,000m 에베레스트 정상
에 오르는 것이 더 높은 레벨의 어드벤처입니다. 더 힘든 도전일
수록, 자연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높은 레벨의 어드벤처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아문센도 어드벤처 여행자이며 극
지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어드벤처 여행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
다. 낮은 레벨의 어드벤처로는 사파리가 있습니다. 사파리로 잘
알려진 아프리카 탄자니아 세렝게티에서 사파리를 즐기기 위해

Q
어드벤처 여행이 무엇인가요?

Q
어드벤처 여행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과

어드벤처 여행은 자연과의 교감, 개인의 활동성이 특히나 강조되

무엇이 다른가요?

는 여행입니다. 아마존 정글을 탐험하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남극 여행의 경우 단순히 ‘극지에 가는 것’만을 두고 어

‘익스트림’여행을 보통은 생각하실 거에요. 어드벤처 여행은 도로

드벤처 여행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용 대형 크루

나 편의시설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자연을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

즈가 아닌 탐험용 엑스페디션 크루즈를 이용해 더욱 남

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들어가 트레킹, 스노클링 등의 신체 활동

극 땅 가까이에 다가갑니다. 대형 크루즈와 달리 방수바

을 통해 자연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호흡하는 여행입니다.

지, 방수자켓, 장화로 무장해야 하고 정박시설이 따로 없어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막연히 어렵고,

조디악이라는 고무보트로 해안가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남극

위험하고, 비쌀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 어드벤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먼 거리에서 봐야 하는 대형 크루즈

여행에 대해 속속들이 짚어봤습니다.

여행과 10m정도 거리에서 야생펭귄을 보고, 남극의 기지들을

What is
adventure travel?

Q

서는 ‘응고롱고로’라는 분화구를 넘어가야
합니다. 가는 길이 언덕길이라 일반버스
는 다닐 수 없어 4륜 구동 차량을 타고
먼지가 날리는 흙길을 오래 달려야 합니
다. 이 시간을 인내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멋
있는 동물 생태계를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건물이 생긴, 사람의 손길이
닿은 곳은 이미 사람에 의해 변형된 곳이며
지구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
기에 카약을 타든 사이클을 하든 트레킹을 하
든, 자신의 힘을 들여 자연에 들어가야만 지구
를 제대로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하고, 남극땅의 냄새를 맡으며 생태계를 볼 수 있는 여행
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어드벤처 여행은 비싸지 않나요?

어드벤처 여행 가운데 특별히 추천하실 만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어드벤처 여행은 기존 여행과는 접근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식인 버스로 마추픽추 입구까지 가는 것이 아닌 자연 속을 걸

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극지 및 산악 지역을 가기 때문

으며 고대잉카의 유적지를 감상하고 마추픽추에 도착하는 방식이 바로 잉카트레일 트레킹 코스입니

에 제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그

다. 잉카인들이 오갔던 길을 걸으며 한 때 남미의 1/3을 지배했던 잉카문명의 흔적을 보고 느낄 수 있

룹이 해당 지역의 공인 산악 및 극지 트레킹 전문가와 가이드의

습니다. 물론 편한 길은 아닙니다. 기차와 버스를 이용하면 3시간이면 갈 거리를 3박4일에 거쳐 걸어

도움을 받아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

가야 합니다. 편한 길을 두고 굳이 고생스럽게 마추픽추를 봐야 하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마추픽

드벤처 트래블’은 국내 최초 트레킹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불법

추의 명성에 가려져 몰랐던 고대잉카인의 집과 시장, 제사장 등의 유적지와 안데스의 자연을 느낄 수

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여행 오퍼레이터

있고 무엇보다 기차를 타고 가서 보는 마추픽추와 3박4 일을 걸어서 보는 마추픽추는 느껴지는 감동의

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현지 투어사와의 직거래로 숙소, 교통편, 투어 수배의 중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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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없애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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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Value of
Adventure
Travel
체력지수와 서비스 레벨
어드벤처 트래블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나도 갈 수 있을까?’ 입니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는데 과연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면 어드벤처 트레블
상품 체력지수와 서비스 레벨을 눈여겨봐
주세요. 전문가레벨, 상급, 중급, 평균 그리고
숙식 해결방법 및 숙소의 수준에 따라 나뉘는
베이직, 스텐다드, 컴포트의 서비스 레벨이
있습니다.

체력지수
EXTREME

서비스레벨
AVERAGE

누군가 히말라야를 트레킹 할 때,

STANDARD 스탠다드

COMFORT 컴포트

장시간 걷거나 낮은 산을 오르는 일정이

누군가는 해변을 거닐며 산책하는 여행을

Basic은 어드벤처 트래블의 프로그램

Standard 레벨의 프로그램에서는 편

Comfort 단계의 여행은 저희 프로그

받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프로그램입니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든 수준의 트레킹이

다. 6,000m 이상의 고봉 등정과 극지를 횡

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행을 택하느냐에

에서 가장 기본적인 숙소 단계입니다.

안한 투어리스트급 호텔에서 머물게

램 중 최고의 시설을 갖춘 숙소를 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소

따라 머물 수 있는 호텔과 받을 수 있는

그만큼 비용부담도 가장 적게 들어가

됩니다. 보통 이 단계의 숙소들은 2-3

용합니다. 보통 3-4성 급의 호텔로 객

단하는 프로그램 등 오랫동안 전문적인 훈

화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면서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

성급의 깔끔한 호텔로, 여행자의 별

실 내에 에어컨과 TV, 전화, Wi-Fi 서

련을 받아야 소화할 수 있는 여행입니다.

수준의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야영과 통나무 집에 머무는 것

그램입니다. 이 단계의 숙박 시설은 규

도 요구가 없는 한 2인 1실을 사용하

비스, 냉장고, 욕실 등의 각종 편의시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낙타를 타고

모는 작지만 매우 깔끔한 호텔이나 호

게 됩니다. 대부분의 호텔에는 전화

설은 물론 많은 호텔들이 실내 수영

사막을 횡단하며 야영을 할 수도 있고,

스텔을 주로 이용합니다. 2인 1실의 숙

와 TV, 샤워실,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호

에어컨이 나오고 수영장이 딸린 고급

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유스호

있으며, 아침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

텔들은 신혼 여행이나 가족 여행, 또

고산증이나 기타 체력 등의 문제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 항상 본인의 체력상태를

추천 프로그램 아프리카 종단, 남미 베스트,

3주 이상의 배낭여행

잘 체크해야 합니다.
추천 프로그램

LIGHT

호텔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스텔이나 산장, 백패커스, 로지 등의

다. 일부 프로그램 중에서는 호텔을

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의 휴가를

가벼운 산책과 관광이 포함된 여행으로 야

선택할 때 도움이 되고자 여행중 머물게

도미토리 다인실 숙소를 이용합니다.

주로 머물지만 몇몇 도시에서는 깔끔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숙소입

트막한 언덕을 오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

될 숙소의 등급에 따라 서비스 레벨을

대부분의 숙소들이 시내 중심지에 위

한 다인실 숙소 에서의 숙박이 포함

니다.

하여 도시간 이동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

분류해 놓았습니다. 머무는 호텔과

치해 있거나 바로 인근에 지하철이나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고산 트레킹, 사이클링 등 참을성과 체력

습니다. 어린이라 하더라도, 자기 짐을 가

서비스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담하는

버스 정류장 등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

에 안전하고 깨끗한 숙소에 머물기를

을 요구하는 여행으로 건강한 일반 성인들

지고 도보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

비용도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습니다. 보통 숙소에는 세탁시설과 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여행

보다 더 단련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체력적으로 가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레벨을 선택하시기

방, 코인로커, TV 라운지 등의 편의시

입니다.

에게 알맞은 여행입니다. 굳이 산악 전문

장 무난한 여행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바랍니다.

설이 갖춰져 있어서 저렴하면서도 안

가가 아니더라도 평소 꾸준한 트레이닝을

가 가능한 여행입니다.

남극점 스키 횡단, 몽블랑 정상 등반 등

HARD

통해 단련된 체력을 가진 성인이면 참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추천 프로그램 킬리만자로 등정, 에베레스트 베

이스캠프(EB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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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베이직

전문적인 산악 트레이닝이나 탐험 훈련을

추천 프로그램

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파리, 남극 북극 크

루즈, 인도 및 인도네시아 일주, 2주일 정도의 여

여행 확정일자

행등

일정표 상 그룹 여행확정 가능성이 높은 일자는 진하게 볼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팀별 최소 인원 이상 신청시 100% 그룹 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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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tarctica
Artic
The Earth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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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눈과 얼음으로 덮인 광활한 땅. 누군가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특별한 느낌,
극지를 향한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엑스페디션 크루즈를 타고

지구의 끝을 탐험해보세요. 고요한 그 곳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가 당신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더욱 느끼게 할 것입니다.

01

ADVENTURE STAGE

LOVE ANTARCTICA
LOVE ARTIC!
Royal Expedition Cruising
로얄 엑스페디션 크루징
가보지 못한 세상을 향한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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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 남극점에 도달한 것은

남극의 경우 여행의 시작점은 보통 칠레 푼타 아레나

지 생명체와의 만남이다. 육지에선 젠투, 마카로니 펭

치해있다. 이런 이유로 북극해에서는 북극권내에서

다. 교통이 편리해 접근이 쉽고 고위도 있어 극지연

1911년 12월 4일의 일이었다. 그의 경쟁자였던 영국의

스 또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우수아이아다. 비행기와

귄 등을, 바다에서는 밍크 흑등고래, 코끼리 물범, 표

비교적 접근이 쉬운 스발바르 제도의 롱이어비엔으

구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곳에서는 현재 로

로버트 스콧 대령보다 43일여 먼저 도착해 노르웨이

익스페디션 크루즈, 조디악 보트를 적절히 이용하게

범물개 등의 관찰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즐거움은 킹

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핀란드 오슬로를 거쳐 롱이

벤 빙하의 후퇴시기와 지형에 따른 유기탄소 및 식생

깃발을 꽂았다.

된다. 크루즈 시설에선 숙식이 가능하지만 사우스 셔

조지섬에 위치한 각국의 과학기지를 방문으로, 러시

어비엔까지 항공 이동한 다음 엑스페디션 크루즈를

분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현대판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여행지로 꼽히는 남극과 북극.

틀랜드 제도와 남극 땅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조디악

아 기지에서는 남극 유일의 러시아 정교 교회도 볼 수

타고 북극해를 탐험한다. 이 곳에는 어디든지 ‘북극

노아의 방주라 불리우는 국제종자저장고 Svalbard

미지의 땅이라는 호기심에 더해 지구온난화 이슈가

보트를 타야 한다. 남극 땅은 남극협약에 의해 엄격히

있다.

곰 주의’ 표시판이 있다. 그래서 가이드들은 상시 총

International Seed Vault도 스발바르 공항 인근 언덕

겹치면서 ‘죽기 전에 가급적 빨리 가봐야 할 여행 버

보호되고 있어 랜딩은 1회당 100명, 하루 최대 500명

남극과 북극의 가장 큰 차이라면 남극은 대륙, 북극은

을 갖고 다닌다. 이후 크루즈에 승선해 바다로 나가면

에 있다. 종자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안에 들

킷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실 극지여행은 더

으로 제한돼 있다. 항구도 호텔도 없지만 미리 계획한

바다라는 것인데 북극 여행을 어디로 가야하는지 의

유빙 관찰뿐만 아니라 조디악 보트를 이용해 더욱 더

어가볼 수는 없지만 그 자체로도 호기심을 더한다. 매

이상 꿈이 아니다. 과거에는 칠레 푼타 아레나스를 통

다면 배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극지에서의 한 때를

문이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위 66도 이상의 지역

가까이에서 북극곰, 북극 여우 등의 극지동물과 물개,

년 11월부터 3월까지가 남극, 6월부터 9월까지가 북극

해 세종기지의 탐사 대원만이 남극 극지를 드나들었

보낼 수 있다.

을 북극권이라 하는데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주

사슴, 고래 등을 만날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이 더욱

여행의 적기이니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 욕구가 생긴

다면 이제는 남극점까지의 개별 여행도 가능한 시대

원시 자연을 느끼기 위한 여행이지만, 자칫 단조로울

도시인 롱이어비엔은 북위 78도에 있다. 지구상에 정

커진다.

다면 서둘러 준비해 보자.

다.

수 있는 투어에 활기와 재미를 불어넣어주는 것은 극

기 항공 노선을 가진 공항 중에서는 가장 고위도에 위

스발바르 뉘올레순에는 우리나라의 다산기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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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TURE STAGE

05 남극을 가는 정규 교통편이 있다?

ANTARTICA
Q&A

04

남극 여행에 대한
10가지 오해
세계적인 여행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지만

남극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배와 비행기이다.

08 현지 투어에 참가하듯이 남미 우슈아이아
에 가면바로 남극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남극 협약에 의해 남극은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곳인

남극에는 호텔이나 항구가 있다?

남극 여행은 호주/뉴질랜드, 남아공, 그리고 칠레/아

만큼, 배는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교통 수

르헨티나에서 출발이 가능하다. 특별히 아르헨티나

남극 협약에 의해 남극에는 호텔이나 항구를

단이다. 총 3가지 방법으로 남극 여행을 진행할 수 있

우슈아이아의 항구는 남극과 가장 가까워 48시간의

건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숙박은

는데 비행기만 이용, 배만 이용, 그리고 배와 비행기

항해로 남극(셔틀랜드 군도 기준)에 도착할 수 있다.

어디서 할까? 연구원 등 특수 목적으로 남극에

를 조합하여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행기만 이용

이와 같은 이유로 90% 이상의 남극 여행자들은 우슈

방문하는 경우 각국의 기지에서 숙박을

할 때에는 이미 정박해 있는 배를 숙박에 사용하여 여

아이아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할 수 있지만 일반 여행객들은 보통 선박

행을 진행하는데, 배를 이용하여 남극에 갈 때 들리면

우슈아이아 항구에는 수많은 여행 선박들이 정박해

내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 항구가 없어 배가

서 가 볼만한 여행지를 놓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배들은 모두 아르헨티나 소속이 아닌 영

정박할 곳이 없으므로 남극에 내릴 때에는

있다. 배만 이용할 때에는, 오 갈 때 모두 시간이 많이

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전 세계 소속의 배들이다. 남

조디악(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내리게 된다.

소요되어 이동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배와 비행기

극은 전세계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 선박을 소

남극 여행을 위한 엑스페디션 크루즈에는 모든

를 조합한 프로그램의 경우, 남극에 들어갈 때는 배

유한 업체들에서 출발 2년에서 1년 반부터 출발일을

인원이 안전히 내릴 수 있는 수의 조디악을

를 이용하여 여행하기 때문에 지구 최남단 도시(인구

게시//판매하고 늦어도 출발 6개월 전에는 모든 선실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000명 이하)이자 남극으로 가는 최대 항구를 보유한

이 마감된다. 우슈아이아는 단지 출발을 위한 항구이

우슈아이아, 지구 최남단 마을(인구 2,000명 이하) 푸

고 예약창구는 여행프로그램을 소유한 각 나라이다.

아직은 국내에 생소한 여행지 남극, 남극
여행에 대한 흔한 10가지 오해에 대한 진실.

에르토 윌리엄스, 소수의 사람만이 방문할 수 있는 세
계일주 요트레이스의 이정표이며 최남단 섬인 케이
프 혼 등 남극에 닿기까지 다양한 추가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거센 바다인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보는 경험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종료 후
남극에서 나올 때에는 비행기를 이용한다면 크게 시
간을 절약할 수 있다.

09 남극의 맨하탄은 0000 아일랜드 이다.
남극이 커다란 대륙인 만큼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이 있지만 그 중 최고의 여행지는 남극 반도와
세종 기지가 있는 셔틀랜드 군도이다. 실제로 남극
여행 수요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
용, 접근성, 볼거리의 다양성, 기온 등을 고려했을 때
에 가장 여행지로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셔틀랜드
군도의 킹조지 아일랜드는 각국의 기지가 몰려있어
남극의 맨하탄이라고 불리는데 유럽대륙보다 큰 남
극의 상주인구는 여름 5000여명, 겨울 2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

10 남극의 가이드 숫자는 여행자, 가이드 0:0
비율이다.

01 5대양 6대주에 남극은 포함 되지 않는다?

02 남극 여행은 대형 크루즈 선박이 좋다?

06 남극 여행은 1년 내내 가능하다?

흔히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서는 세계의 땅과 바다를 5대양 6대주라는 개념으로

남극 여행을 할 때에 대형 크루즈 선박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남극 여행은 1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반 정도 여행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 중 최고의 시기는 1월이

이야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6대주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

큰 오해다. 남극 대륙은 환경보존 등을 위한 이유로 국제법 상 한 번에 100명 이하의

다. 1월은 남극 동물들의 부화 시기이자 ‘남극은 춥다’는 편견이 무색할 정도로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는 시

카, 그리고 남아메리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연한 하나의 대륙인 남극을 배제한 경

여행객만 내릴 수 있도록 랜딩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몇 백 명이 타는 대형

기이다. 1월의 남극(셔틀랜드 군도 기준)은 여름으로, 평균적으로 영상 1-2도 정도의 기온이 나타난다. 최저

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는 통념이며, 전세계적으로 남극은 하나의

크루즈를 이용한 남극 여행은 ‘남극 땅을 밟지 못하는 남극 여행’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온이라고 해봤자 영하 5도에 지나지 않으며 최대 영상 5도의 기온도 나타난다.

독립적인 대륙으로 인정받고 있다. 엄격히 대륙으로만 구분하느냐 혹은 문화권에

그러나 탑승객 수가 100명 이하로 제한된 소형 엑스페디션 크루즈를 이용하면 해안가

따라 세분화 하느냐 등의 관점에 따라 대륙은 4개부터 7개까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 ‘남극 땅을 밟는 남극 여행’이 가능하다. 소형 엑스

있지만, 대륙을 4개로 정의하든 7개로 정의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남극은 하나의 독

페디션 크루즈에 구비되어 있는 조디악(고무 보트)을 이용하여 남극에 랜딩, 펭귄과

립적인 대륙으로 포함된다.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6대주 정의 방식은 국내

바다표범 등 남극의 생태계를 직접 보는 것이다.

는 것이다.

세계 대륙구분
4대륙: 남극, 아메리카, 아프리카-유라시아(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아울러 지칭), 오세아니아
5대륙: 남극,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6대륙: 남극,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7대륙: 남극,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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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40명의 손님이 하나의 대형 버스를 타고 한 명
의 가이드와 함께하는 패키지 여행과 달리 남극 여행
은 승선 손님의 70%에 달하는 수의 스탭이 선박에 동
승한다. 엑스페디션 선박 중 하나인 오션노바 호의
경우 총 승객 승선 인원은 약 65명 정도이다. 이 인원
을 위해 선박에 동승하는 스탭은 7~8명의 엑스페디

07

남극은 볼거리가 없다?

션 스탭, 15명 정도의 호스피탈리티 스탭, 그리고 선

남극은 황량하고 빙산 외에는 볼거리가 없는 여행지라는 것 역시 큰 오해이다. 남극은 거대한 대륙 자체가

장을 포함하여 15명 정도의 선박 크루 등 40명 정도에

거대한 자연의 보고로, 남극에서만 사는 생물을 포함하여 수백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남극의

달하고, 한국에서도 3명의 남극전문 가이드가 참여를

대표적인 동물로 알려진 펭귄만 하더라도 젠투 펭귄, 턱끈 펭귄, 아델리 펭귄, 마카로니 펭귄 등 다양한 종

한다. 특히 함께 동승하는 엑스페디션 스탭의 경우,

으로 나뉜다. 밍크고래, 흑동고래, 범고래 등의 각종 고래를 비롯하여 코끼리 물범, 웨델 바다표범, 표범 물

일반적인 가이드가 아닌 조류학자, 해양생물학자, 의

남극 여행을 갈 때 국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역시 오해이다. 유독 우리

개 등 다양한 종류의 물개 관찰도 가능하다. 또한 알바트로스를 비롯한 수십종의 희귀새 관찰도 가능하다.

사 등 각자의 전공 분야를 가진 전문가들로 유익한

나라에서만 일반 개인 여행자가 남극 여행에 대한 허가를 외교부에 요청하고 관계자

각 국의 남극 기지를 방문하는 것 역시 큰 즐거움이다. 특히 러시아의 벨링스하우젠 기지의 경우 기지 근처

여행을 위한 여행을 위한 선내 강의를 진행하는 역할

들도 이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영문 규정을 잘못 이해한 오해의 산물이

에 러시아 정교 교회도 갖추어 여행객들에게 소소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수 만년의 세월을 간직한 빙

도 한다.

다. 개인은 폐기물 처리 등 남극환경 보존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없고 실질적인 숙박,

하는 장엄한 규모로 여행객들을 압도한다.

에서 남극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단편이다.
남극여행은 5대양 중 하나인 남극해를 여행하고 또 다른 대륙인 남극대륙을 여행하

남극 여행은 일반적인 패키지 형태의 여행과 매우 다

03

남극 여행은 각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교통, 식사 등을 제공하는 크루즈, 항공 여행업체가 각국의 정부에서 허가를 받는 것
이다. 최근 각국의 정부는 허가 또한 의미가 없어 사전통보로 규정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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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남극 &
파타고니아
W-T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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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rctica &
Patagonia W-T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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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항공가 150만원, 순수 투어비 10,490,000원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대 64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동행

남극은 더 이상 연구 목적으로 가는 장소가 아닌 여행에서 새로운 요소를 추구하는 여행자들이 가봐야 하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남극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원시 상태 그대로의 자연환경에서 유유히 흐르는 유빙과 극지 환경에서만 볼 수 있는 펭귄과 같은 야생 동물군을 직접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타고니아는 남미의 칠레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세계 10대 낙원이자 트레커들이 동경하는 코스

출발 날짜

입니다. 특히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뻗은 삼형제 봉인 토레스 델 파이네와 붕락에 엄청난 굉음을 내어 자연의 오케스트라라는 별칭이 붙은 모레노 빙하를

2019

둘러보는 것이 파타고니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 두 가지의 대자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행입니다.

HIGHLIGHT
➊ 토레스 델 파이네 3형제봉을 마주하기
➋ 조디악 보트를 타고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탐험
➌ 지구의 땅끝마을 우슈아이아 돌아보기
➍ 그레이 빙하까지 걸어갔다 오기
➎ 만년설로 둘러싸인 프렌치 계곡까지의 트레킹

WHAT'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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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CAN DO

인천/부에노스아이레스, 푼타아레나스/인천 국제
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우슈
아이아 편도 항공권 및 텍스
엘 칼라파테/부에노
스 아이레스 편도 항공권 및 텍스
킹 조지 아일랜
드/푼타 아레나스 편도 항공편
우슈아이아/남극
엑스페디션 크루즈(3인실/2인실 중 선택) 부에노스
아이레스 및 우슈아이아, 푼타 아레나스 공항 트랜스
퍼
호텔 5박, 산장 2박, 선내 4박
조디악 크루징
및 모든 액티비티 비용 크루즈에서의 전 일정 식사
및 모든 음료 전문강사들이 진행하는 남극 생태계

에 관한 강의
방수장화 및 구명조끼
경력이 풍
부한 현지스텝 파타고니아 트레킹 일정 중 식사
일정상 명시된 모든 이동 파타고니아 전 일정 전문
현지 트레킹 가이드 동행 파타고니아 타워, 프렌치
밸리, 그레이 빙하 그레이 빙하 트레킹 (조디악, 장
비 서포트 및 전문 가이드 동행)
그레이 빙하 유람
보트 페리토 모레노 빙하 투어
토레스 델 파이
네 국립공원 입장 및 입장료

11,990,000~

JAN

Cerro Torre&
Fitzroy

DAY 1 인천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경유지에서 환승

Punta Arenas

레 기지를 방문하며, 안데스 콘돌, 마젤란 펭귄, 케이

렌치 밸리 보트를 이용하여 페오에 호수를 통과하고,

지구상 최남단 도시 푸에르토 윌리엄스로 향합니다.

프 혼 기념비를 볼 수 있습니다. DAY 6 드레이크 해협

만년설로 둘러싸인 특별하고 아름다운 프렌치 계곡으

DAY 5 케이프 혼 조디악 보트를 타고 등대가 있는 칠

해협을 항해하는 동안 선내에서 다양한 강의가 진행

➊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W-TREK 트레킹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은 빙하면 12개를 지닌 드라마틱한 장소이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
특한 자연 경관과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최고의 코스로 각
광받고 있습니다. 빙하호수와 분홍빛 삼형제봉을 볼 수 있는 토레스 델 파이네 전망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경치를 자랑하는 프렌치 계곡, 거대한 빙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레이 빙하 전망대까지. 아
름답고 신비로운 장관들 속에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➋ 호수 속으로 부서져 내리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 만나기
지구에서 유일하게 팽창중인 모레노 빙하. 빙하 가까이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운
이 좋으면 호수 속으로 거대한 빙하가 부서져 내리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이동하
여 직접 빙하 위를 걸으며 더욱 가까이서 빙하를 느낄 수 있습니다.

El Chalten

Chile

합니다. DAY 2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착 후 1박 합니

니다. DAY 4 푸에르토 윌리엄스 크루즈에 승선하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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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ina

ITINERARY

다. DAY 3 우슈아이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여 1박 합

JAN

11

됩니다. DAY 7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조디악을 타고
펭귄 서식지와 기지 등을 방문하며 빙하와 유빙이 빚
어내는 절경과 야생 동물을 감상합니다. DAY 8 킹 조

하나인 그레이 글라시에를 향해 트레킹합니다. DAY
13 페리토 모레노 빙하 스펙타클한 경치를 지닌 페리

우젠 기지를 방문한 후, 푼타 아레나스로 향하는 비행

빙하 더욱 가까이로 이동하여 두 시간 가량 빙하 미니

기에 오릅니다. DAY 9 푸에르토 나탈레스 차량을 타

트레킹 합니다. DAY 14 엘 칼라파테 피츠로이산과 파

고 3시간 거리에 위치한 푸에르토 나탈레스에 도착합

란 호수의 풍경을 보며 토레 라군으로 트레킹을 한 후,

니다. DAY 10 W-trek 1일차 토레스 델 파이네 차량

엘 찰튼 또는 엘 칼라파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DAY

수 있는 전망대로 향합니다. DAY 11 W-trek 2일차 프

Punta Arenas

이빙하 파타고니아 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빙하 중

토 모레노 국립 공원에서 빙하 관람 후, 보트를 타고

도착하며, 빙하호수와 함께 분홍빛 화강암 타워를 볼

Torres del paine
National Park

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DAY 12 W-trek 3일차 그레

지 아일랜드 칠레의 프레이 기지와 러시아의 벨링하

으로 약 2시간 이동하여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

El Calafate
Ushuaia

South Shetland Islands

Antarctic
Peninsula

15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항으로
이동하여 한국 귀국편에 탑승합니다. DAY 16~17 인천
경유지를 거쳐 인천 공항에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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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남극
WHAT WE CAN DO

남극
크루즈
& 플라이트

남극
& 파타고니아
핵심 투어

11

13

days

days

Cruise & Flight

Antarctica &
Patagonia

대한민국 유일의 한국인 인솔자 포함 남극 여행! 이 프로그램은 매년 꾸준히 출발하는 어드벤처 트래블의 극지 스테디셀러 프로그램 입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푼타 아레나스에서 시작해 미지의 땅 남극의 킹 조지 아일랜드까지 항공편으로 이동은 멀게만

우슈아이아에서 크루즈를 타고 셰틀랜드 아일랜드까지 이동하여 사우스 셰틀랜드를 돌아봅니다. 기상상황과 현지환경에 따라 몇몇 섬을 조디악을 타고

느껴지는 남극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케이프 혼과 드레이크 해협을 하늘

랜딩을 합니다. 턱끈펭귄, 젠투펭귄, 바다코끼리 물범 등을 목격하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대륙인 남극에 도착하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와 남극
반도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탐험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이 함께 합니다. 국내 최초

HIGHLIGHT
➊ 고무보트 조디악을 타고 남극 땅에 랜딩 하기
➋ 턱끈펭귄, 젠투펭귄, 바다코끼리 물범, 고래 등
남극 해양동물 만나기

WHAT'S INCLUDED
인천/부에노스아이레스, 푼타아레나스/인천 국제
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우슈아
이아 편도 항공권 및 텍스 푼타 아레나스/부에노스
아이레스 편도 항공권 및 텍스 우슈아이아/남극 크
루즈(3인실/2인실 중 선택) 킹 조지 아일랜드/푼타
아레나스 편도 항공편
호텔 3박, 선내 4박
남극
땅에 랜딩하기 위한 조디악 크루징
남극해에 뛰어
드는 폴라프런지 액티비티 비용
엑스페디션 크루
즈에서의 전 일정 식사 및 모든 음료 전문강사들이
진행하는 남극 생태계에 관한 강의 방수장화 및 구
명조끼 경력이 풍부한 현지 스텝 일정상 명시된
모든 이동 (전용차량, 현지교통 등)

WHAT WE CAN DO

30 |

ITINERARY
DAY 1 인천 인천을 출발해 경유지를 거칩니다. DAY 2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착 후 1박합니다. DAY 3 우슈아
이아 비행기를 타고, 남극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할 관
문인 우슈아이아에 도착합니다. DAY 4 푸에르토윌리
엄스 엑스페디션 크루즈에 승선하여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푸에르토윌리엄스로 이동합니다. DAY 5

수도 있습니다. DAY 8 킹 조지 아일랜드 칠레의 프레

들을 가 볼 수 있습니다. DAY 6 드레이크 해협 드레이

다. 남극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칠레 푼타 아레
나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DAY 9 산티아고
산티아고 공항으로 항공 이동하여 귀국편에 탑승합니
다. DAY 10~11 인천 경유지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
합니다.

INFORMATION
FROM

8,990,000~

크 해협을 항해하는 동안, 남극 생태전문가들의 강의

₩

와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됩니다. 라운지 내에서 혹은

예상 항공가 140만원, 순수 투어비 7,590,000원

갑판에 나가 다양한 종의 바다 새들과 운이 좋으면 고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대 64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DAY 7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빙하와 유빙이 빚어내는 절경을 감상하고, 각종 펭귄,
바다표범, 고래 등 남극의 야생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
다. 조디악을 타고 펭귄 서식지가 있는 섬들을 방문할

➊ 남극해에 뛰어드는 폴라프런지 이벤트
랜딩하는 섬과 기상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남극 해에 뛰어 드는 색다른 경험을
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극 해를 온 몸으로 느껴 보세요!
➋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탐험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 도착하면 빙하와 유빙이 빚어내는 절경을 감상하고, 각종 바닷새들과 펭귄들,
바다표범, 고래 등 남극의 야생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디악을 타고 펭귄 서식지가 있는 섬들을 방
문할 수도 있습니다.

※ 조식 : 서양식 조식 및 과일(뷔페식)
※ 중식 : 뷔페식 샐러드 바와 선택 요리(육류, 생선
류, 채식류)
※ 석식 :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3코스 식사

➋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투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
봐야 할 곳 - 지구상의 10대 낙원에 랭크된 파이
네 국립공원은 안데스의 험준한 설산과 산록, 에
메랄드 빛 빙하호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말 그대
로 지상 낙원과도 같은 모습을 빚어냅
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파이
네 국립공원을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일정입니다.

한국인 인솔자가 동행하는 남극 여행입니다.

이 기지와 러시아의 벨링하우젠 기지 등을 방문합니

케이프 혼 곳곳을 둘러보고, 날씨가 허락하면 조디악
보트를 타고 소수의 몇몇 탐험가들만 알고 있는 장소

➊ 크루즈 내 식사
금강산도 식후경! 크루즈 내에서는 매일 다양한
호텔급 요리가 제공됩니다. 숙련된 조리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요리를 즐겨보세요.

2019
JAN

Argentina

Chile

Punta Arenas
Ushuaia
Puerto Williams
Cape Horn

11

2020
11, 13
JAN

South Shetland
Islands

Antarctic
Peninsula

HIGHLIGHT
➊ 킹조지섬 칠레 프레이 기지 및 러시아 벨링하우젠
기지 방문 하기
➋ 엑스페디션 크루즈로 드레이크 해협 항해하기
➌ 땅끝마을 우슈아이아에서 즐기는 킹크랩 식사

ITINERARY
DAY 1 인천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도착합니다. DAY 2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하여 1
박 합니다. DAY 3 우슈아이아 항공 이동 후, 우슈아이
아에서 1박 합니다. DAY 4 푸에르토 윌리엄스 크루즈

합니다. 이후 푸에르토 나탈레스로 돌아와 코스식 저
녁 식사를 즐깁니다. DAY 11 푼타 아레나스 푼타 아레
나스 공항에 도착하여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DAY 12~13 인천을 거쳐 인천 공항에 도착합니다.

에 승선하여 남극과 가장 가까운 마을, 푸에르토 윌리

WHAT'S INCLUDED
인천/부에노스 아이레스, 푼타 아레나스/인천 국
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우
슈아이아 편도 항공권 및 텍스
킹 조지 아일랜드/
푼타 아레나스 편도 항공편
우슈아이아/남극 엑스
페디션 크루즈(선택한 선실에 따라 1/2/3인실)
부
에노스 아이레스 및 우슈아이아, 푼타 아레나스 공항
트랜스퍼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FULL DAY
TOUR 및 현지 전문 가이드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
공원 입장 및 입장료
그레이 빙하 관람 및 그레이
빙하 보트 투어
크루즈에서의 전 일정 식사 (뷔페
식 및 3 코스식 요리로 제공) 호텔 5박, 선내 4박
일정상 명시된 모든 이동수단 조디악 크루징 및 모
든 액티비티 비용
전문강사들이 진행하는 남극 생
태계에 관한 강의 방수장화 및 구명조끼

엄스로 향합니다. DAY 5 케이프 혼 조디악 보트를 타

INFORMATION

고, 등대가 있는 칠레 기지를 방문하거나 케이프 혼
기념비를 볼 수 있습니다. DAY 6 드레이크 해협 드레
이크 해협을 건너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로 향합니다.
DAY 7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조디악을 타고 펭귄 서
식지와 기지 등을 방문합니다. 빙하와 유빙이 빚어내
는 절경을 감상하고, 남극의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
한 생명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DAY 8 킹 조지 아일
랜드 칠레의 프레이 기지와 러시아의 벨링하우젠 기
지를 방문합니다. 이후, 푼타 아레나스로 향하는 비행
기에 오릅니다. DAY 9 푸에르토 나탈레스 푼타 아레
나스에서 전용차량을 타고 푸에르토 나탈레스에 도착
하여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DAY 10 토레스 델 파이네

FROM

₩

예상 항공가 150만원, 순수 투어비 8,590,000원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대 64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국립공원 전용차량을 이용, 드넓은 대평원 팜파 파타
고니아를 지나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으로 이동

10,090,000~

JAN

Chile
Punta
Arenas

Torres del Paine
National Park
Ushuaia

South Shetland Islands

2019
JAN

Argentina

11
2020
11, 13

Antarctic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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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WHAT WE CAN DO

북극
스발바르
익스프레스

12

days

➊ 스발바르 군도 탐험
엑스페디션 크루즈를 타고 눈으로 덮인 산과 빙하, 숨이 막힐듯한 장관을 이루는 피오르드를 방문합니
다. 아름다운 산과 빙하가 어우러진 놀라운 풍경뿐만 아니라 물개를 사냥하러 나온 북극곰이나, 북극
여우, 스발바르에서만 서식하는 순록을 보기 위한 특별한 랜딩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디악 보트
를 타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유빙 사이를 지나 스발바르 군도 곳곳을 다니며, 운이 좋으면 큰 고
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북극의 백야를 체험해보고 매일 열리는 북극 야생동물 및 북극
의 역사, 생태에 대한 수업(영어로 진행)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➋ 북극을 여행하기 최적의 조건, 엑스페디션 크루즈
엑스페디션 크루즈는 지난 2009년 북극여행에 가장 적합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신
속하게, 어떠한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함, 안전한 여행을 최우선으로 마지막으로 전세계 환경 조
약의 기준에 충족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베큐 설비, 사우나, 머드룸, 도서관, 디스커버리 라운
지, 폴라 베어 펍 등의 시설과 다국적 여행객과의 선상 파티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INFORMATION

ITINERARY
DAY 1 인천 공항에서 간단한 그룹 미팅 후 체크인을
진행합니다. DAY 2 오슬로 오슬로에 도착하여 호텔
체크인을 하고 자유시간을 보냅니다. DAY 3 롱이어비

Svalbard Express

엔 스발바르군도의 롱이어비엔으로 항공 이동하여 자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어슬렁거리는 북극곰, 해안가에 느긋하게 누워있는 바다표범, 풀을 뜯는 순록, 그리고 바다새들의 서식지는 찾아가다 보면
진정한 탐험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혹독한 자연을 이겨낸 놀라운 삶을 엿볼 수 있는 이 곳은 일년에 단 몇 달만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기 때문에

예상 항공가 130만원, 순수 투어비 7,190,000원

산과 빙하, 숨이 막힐듯한 장관을 이루는 피오르를 방
문합니다. 북극 여우나 스발바르에서만 서식하는 순

출발 날짜

발바르 군도 엑스페디션 크루즈를 타고 눈으로 덮인

여러 야생동물들을 찾고 눈을 뗄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배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거나 조디악 고무보트를 타고 더

8,490,000~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대 20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동행

유시간을 보낸 후 크루즈에 탑승합니다. DAY 4 ~ 9 스

바로 눈 앞에 우뚝 선 빙산, 빙하가 옆을 스치는 짜릿한 경험, 북극곰과 고래, 순록 등 야생동물이 여정은 하이라이트의 연속입니다. 북극에 살고 있는

FROM

₩

록을 보기 위한 특별한 랜딩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유빙 사이를 지나 스발바
르 군도 곳곳을 다니게 되며, 운이 좋으면 큰 고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DAY 10 롱이어비엔 롱이어비엔에

2019
JUL

22

Svalbard Archipelago/
Spitsbergen

서 하선하여 국내선을 타고 오슬로를 향해 이동합니
다. DAY 11 오슬로 오슬로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행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DAY 12 인천 경유지를 거쳐 인

HIGHLIGHT
➊ 스발바르에서만 서식하는 순록 관찰 하기
➋ 북극곰과 고래 등 북극 야생동물 관찰 하기
➌ 엑스페디션 크루즈, 조디악을 타고 북극을 탐험 하기
➍ 해가 지지 않는 북극의 백야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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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WHAT'S INCLUDED
인천/오슬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오슬로/
롱이어비엔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엑스페디션 전문가
와 함께 하는 조디악 크루징
선상에서 진행되는 강
의 및 교육프로그램 롱이어비엔 공항 픽업서비스
방수부츠 대여(USA 사이즈 남자 8-14, 여자 3-9) 기

능성 엑스페디션 파카 제공
크루즈 탑승 후 모든 식
사 포함
/
엑스페디션
크루즈
7박 (4인실 기준)
MS
오슬로 호텔 2박 및 오슬로 자유시간 제공 일정상
필요한 모든 공항 트랜스퍼 (현지대중교통이용)
승
객 10명당 엑스페디션 리더 1명 배정

Longyearbyen
Norway

Ice, Weather & Wildlife
Conditions Permitting

Antarctica & Artic | 33

북극

HIGHLIGHT
➊ 아찔한 바위산 쉐락볼튼에서 즐기는 트레킹
➋ 노르웨이 4대 피오르드 중 하나인 뤼세피오르드 감상
➌ 노르웨이 3대 트레킹 한번에 즐기기
➍ 조디악 보트를 타고 북극 탐험

Svalbard &
Norway Trekking

WHAT'S INCLUDED
인천/오슬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오슬로/롱이어비엔 왕복 항공
권 및 텍스 오슬로/스타방에르 편도 항공권 및 텍스
엑스페디션 전문가
와 함께 하는 조디악(고무보트) 크루징 선상에서 진행되는 강의 및 교육프로
그램 롱이어비엔 공항 픽업서비스 방수부츠 대여(USA 사이즈 남자 8-14,
여자 3-9) 기능성 엑스페디션 파카 제공(내피+외피) 크루즈 탑승 후 모든
식사 포함(뷔페식 혹은 코스식) M/S 엑스페디션 크루즈 7박 (4인실 기준)
오슬로 3성급 호텔 2박 및 오슬로 자유시간 제공
일정상 필요한 모든 공항
트랜스퍼(현지 대중교통이용)
노르웨이 3대 트레킹/트레킹 전문 현지인 가
이드 동행 (프레이케스톨른, 쉐락볼튼, 트롤퉁가) 노르웨이 피오르드 크루즈
(뤼세 피오르, 하이당에르드 피오르) 전 일정 숙박

빙하, 그리고 피오르드의 나라 노르웨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스릴만점 어드벤처 여행!

노르웨이령의 스발바르 군도에서 펼쳐지는 북극 여행과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쉐락볼튼
트레킹Kjeragbolten Trek, 프레이케스톨렌 트레킹Preikestolen Trek, 트롤퉁가 트레킹Trolltunga
Trek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지구의 머리 꼭대기에서 다양하고 스릴 넘치는 여행을 즐겨보세요!

북극 스발바르
익스프레스 +
노르웨이
3대 트레킹

18

ITINERARY
DAY 1 인천 공항에서 간단한 그룹 미팅 후 체크인을 진행합니다. DAY 2 오슬

로 오슬로에 도착하여 호텔 체크인을 하고 자유시간을 보냅니다. DAY 3 롱이
어비엔 스발바르군도의 롱이어비엔으로 항공 이동하여 자유시간을 보낸 후
크루즈에 탑승합니다. DAY 4 ~ 9 스발바르 군도 엑스페디션 크루즈를 타고

days

눈으로 덮인 산과 빙하, 숨이 막힐듯한 장관을 이루는 피오르드를 방문합니
다. 북극 여우나 스발바르에서만 서식하는 순록을 보기 위한 특별한 랜딩 또
WHAT WE CAN DO

➊ 아름다운 피오르드 사이를 항해하며 거대한 빙하 감상
대부분의 북극 여행은 거대한 크루즈를 타고 빙하를 둘러보곤 끝나는 경우가 많
습니다. 하지만 어드벤처 트래블에서 진행하는 북극 여행은 다양하고도 진정한
대자연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조디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크루즈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접근하기 위해 작은 고무 보트인 조디악을 타고 이동하
여 바다표범, 툰드라 지역 등 다양한 모습을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유빙 사이를 지나 스발바

➋ 가장 아찔한 포토존인 절벽 사이에 낀 둥근 바위 위, 쉐락볼튼에서 인증샷
노르웨이 4대 피오르드 중 하나인 웅장한 절경으로 유명한 뤼세피오르드
Lysefjord 트레킹을 시작하다 보면 뤼세피오르덴Lysefjord의 강물이 흐르는 상
부 약 1000미터 절벽 사이에 매달려 있는 바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년 전 세계
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절경과 스릴을 즐기러 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 DAY 12 쉐락볼튼 웅장한 절경으로 유명한 뤼세 피오르드를 보며 쉐락볼

르 군도 곳곳을 다니게 되며, 운이 좋으면 큰 고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DAY

10 롱이어비엔 롱이어비엔에서 하선하여 국내선을 타고 오슬로를 향해 이동
합니다. DAY 11 리세보튼 오슬로 공항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스타방에르에 도
착합니다. 프라이빗 버스를 타고 조용한 산길을 따라 리스보튼으로 향합니
튼 트레킹을 합니다. DAY 13 프레이케스톨렌 아침 일찍 일출을 보기 위해 프

레이케스톨렌에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DAY 14 트롤퉁가 고도 1,100m, 왕

복 27.5km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지만 올라가는 구간마다 다양한 풍경과 피
오르드를 보며 트롤퉁가로 올라갑니다. DAY 15 베르겐 크루즈를 타고 하르
당에르 피오르드를 즐깁니다. 크루즈를 타고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사과주 농
장 방문 후 베르겐으로 이동합니다. DAY 16 플롬 베르겐에서 플롬까지 크루

Svalbard Archipelago/
Spitsbergen

즈를 타고 송네 피오르드 지역을 감상한 후, 기차를 타고 오슬로로 이동합니
다. DAY 17 오슬로 오슬로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편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DAY 18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Longyearbyen

INFORMATION
Norway
Bergen
Sweden
Rosendal

FROM

₩
Trolltunga

Norway

Oslo
Preikestolen
Stavanger

Bergen
Stav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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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ebotn
Kjeragbolten

12,190,000~

예상 항공가 130만원, 순수 투어비 10,890,000원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대 20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Oslo

2019
JUL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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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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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
World

rekking
지구를 만나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느리고, 아름다운 방법.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하늘과 땅, 숲과 강, 산과
들이 당신의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어드벤처 트래블과 함께
떠나는 월드 클래스 트레킹. 지구 위를 걷고 있음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03

3

ADVENTURE STAGE

Anap
runa
Base
Cam
p/A
BC

Top 10 Trekking
destination
트레킹 루트 TOP10

1

03

ngu gate
a
r
a
M
njaro
Kilima
01

Kilimanjaro Marangu gate

탄

자니아

Anapruna Base Camp / ABC

네팔

안나프루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04

Dolomites Alta via no. 1

이

탈리아

돌로미테 트레킹

3트레킹의 대명사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은 해발고도 8,000m의 히말라야

이탈리아 북동쪽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주의 남티롤 지방, 알프스의 끝자락에 위치한

최고봉 안나푸르나와 마차푸차레를 조망할 수 있는 트레킹 루트다. 베이스 캠프는

돌로미테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봉우리들이 거대한 산군을 이루는 산악지대다. 총

4,130m지점에 있어 5일내에 등정이 가능하다. 네팔의 여러 트레킹 코스 중 접근이

6일의 트레킹 일정이며 하루 평균 5~7시간을 걷는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쉬운 편이며 총 6일간 진행되는 트레킹 난이도가 높지 않아 산행 경험이 부족한 초

등재된 세 개의 거대한 봉우리 트레 치메 디 라바레도Tre di Lavaredo를 조망할 수

보자도 큰 어려움 없이 도전 가능하다. 네팔 카트만두 공항으로 입국해 포카라로 이

있어 인기있는 트레킹 코스. 이탈리아 베니스까지 항공이동해 베이스캠프인 코르티

동, 총 6일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나로 간다.

킬리만자로 마랑구 게이트

7대륙 최고봉의 아프리카 편인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를 오르는 7개의 루트 중 가장 대중적이고 난이도가 낮아 일명 ‘코카콜라
루트’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마랑구 게이트를 시작으로 열대 우림지대, 초원지대를 지나 고산지대까지 다양한 아프리카의 식생을
관찰할 수 있다. 해발 3,720m에 위치한 호롬보 산장에서 하루 동안 고소적응을 하는 경우 정상등반의 성공확률이 높다.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아루샤 공항으로 입국하는 것이 편하며, 총 트레킹 기간은 6일이다.

02

Tour du Mont Blanc
/ TMB

프랑

스

뚜르 드 몽블랑

근대 트레킹의 원조, 서유럽 최고봉 몽블랑을 보며 걷는
라운드 트레킹 루트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3개국
에 걸쳐 있는 만큼, 각 나라의 독특하고 고유한 전통문화
와 다채로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트레킹에는 보통 9
일에서 11일 정도가 소요된다. 아름다운 계곡과 설산, 초
원지대에서 빙하지대까지 지루할 틈 없는 트레킹 루트
에서 세계 알피니즘의 정수를 느껴보자. 스위스 제네바
를 통해 입국, 프랑스 샤모니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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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카트레일

세계 3대 트레일 중 하나이자 남미 최고의 트레킹 코
스인 잉카트레일은 3박4일간 과거 잉카인들이 사용했
던 길을 따라 잃어버린 도시 마추픽추까지 가는 여정
이다. 10여명의 팀원, 트레킹 리더, 포터와 함께 안데
스의 숲길을 헤치며 고산지역을 걸어야 하는데 둘째
날 고도는 4,180m까지 올라간다. 트레킹 기간 내 캠핑
을 해야 한다. 잉카퍼밋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
에 준비기간을 여유롭게 잡자. 페루 리마를 경유해 쿠
스코 공항까지 간 다음 차량으로 오얀타이탐보까지
이동해 km82지점에서 트레킹을 시작한다.

06

Torres del Paine
W Trekking

토레스 델 파이네 W트레킹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지구상의 10대 낙원>에 선정된 칠레 토레스 델 파
이네 국립공원에서 계곡과 봉우리를 따라 w모양으로
도는 w트레킹이다. 해발 2,500m의 토레스 봉우리를
비롯해 안데스의 험준한 설산과 산록, 에메랄드 빛 빙
하호를 만날 수 있다. 보통 4~5일정도로 진행되는 W
트렉이 가장 일반적인 트레킹 코스로, 프란세스 계곡
과 토레스 델 파이네 전망대를 포함하는 남쪽면을 트
레킹 하게 된다. 좀 더 시간 여유가 있다면 국립공원의

07

Norway top3 Trekking

노

르웨이

노르웨이 3대 트레킹

08

Laugaveg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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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k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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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룩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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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at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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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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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타트라

깎아지를 듯한 수직 절벽 사이에 아찔하게 껴 있는 계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킹 코스이자 세계 10

지구상의 마지막 샹그릴라로 손꼽히는 은둔의 부탄 왕

만년설이 산봉우리를 덮고 있는 하이타트라는 슬로바

란 모양의 바위, 이곳을 걸으며 스릴만점의 트레킹을

대 트레킹 코스로 손꼽히는 곳이다. 아이슬란드 남부

국. 부탄의 수도 파로를 출발해 2박3일의 캠핑과 트레

키아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으로 슬로바키아, 폴란

즐길 수 있는 노르웨이 쉐락볼튼Kjeragbolten 트레

화산 지열 계곡인 랜드만나라우가Landmannalaugar

킹을 즐기는 일정이 인기다. 파로 밸리를 지나 해발

드를 잇는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다. 곧게 뻗은 울창한

킹. 이와 함께 태고의 절경으로 매년 15만명이 방문하

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이야프야틀라이외쿠틀

3,350m의 젤라 종 사원에 도착하면 히말라야의 모습이

침엽수림과 함께 다채로운 풍경이 몽블랑 못지않다. 하

는 프레이케스톨렌Preikestolen 트레킹, 세계 최고의

Eyjafjallajokull 화산과 빙하를 보며 걷는 트레킹 코스

한 눈에 들어온다. 이튿날 장츌라카, 찰루나를 지나 팀

이 타트라, 웨스턴 타트라, 비엘스키 타트라 등으로 나

전망대 트롤퉁가Trolltunga까지 노르웨이 3대 트레킹

다. 스펙타클한 원시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푸까지 15km구간을 걷는다. 때묻지 않은 순박한 사람

뉘는데 이 중에서도 가파를 봉우리들과 날카로운 암벽,

을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인기다. 특히 트롤퉁가는 고도

트레킹의 장점. 화성을 떠올리게 하는 노란빛의 라이요

들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과 왕궁, 탁상

수정같이 맑은 호수를 끼고 있는 하이 타트라가 가장

1100m, 왕복 27.5km의 8-12시간 걸리는 난이도가 높

라이트(유문암)산과, 검은사막 등도 주요 볼거리다. 트

사원, 그리고 티없이 맑은 히말라야 설산이 매력적인

매력적이다. 하이타트라 트레킹에는 암벽 등반 등이 필

은 트레킹 코스이다. 트레킹을 하려면 노르웨이 오슬

레킹은 보통 5일~10일 일정이다.

곳이다.

수이기 때문에 평소 산을 좋아하며 어느 계절에도 트레

로에서 스타방에르를 경유 리세보튼까지 가야한다.

킹을 즐기는 트레커에게 적합하다.

전체 둘레를 도는 서킷 트레킹을 추천한다. 칠레 남부
푼타 아레나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베이스캠프인 푸
에르토 나탈레스 마을까지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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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TURE STAGE

By the mountain,
For the mountain,
Of the mountain!

TMB 핵심일주 & 완전일주
TMB 라운드 트레킹 구간은 총 167km로 완주를 하려면 12일정도가 소요
된다. 핵심 코스는 보통 6-7일 정도로 하루 5-7시간씩 걷게 되는데 샤모
니를 출발해 레 우슈, 벨뷔, 레 꽁따민느, 레 싸삐유, 쿠르마이어, 샹페 등
을 반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트레킹 루트에서 가까운 산장과 롯지에 숙박
하며 몇몇 코스들은 차로 이동해 건너뛴다. 고도는 2,700m를 넘지 않아

뚜르 드 몽블랑Tour du Mont Blanc/TMB

고산증 우려가 적고, 코스도 완만한 편이라 하루 5시간 이상 걸을 체력이
된다면 어린이와 초보자도 가능하다. 각 산장과 롯지로 대부분의 짐은 옮
겨주기 때문에 가벼운 짐만 갖고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을 이끄는 공인 가이드로, 개별 여행자의 경우
가이드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팀을 이뤄 트레킹을 하는 경우엔 반드시 공
인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 몽블랑을 수차례 오르내린 산악 전문가들의 도
움을 받아 적절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
시 도움을 청할 수 있어 안전한 트레킹 완주가 가능해진다. 뚜르 드 몽블
랑 트레킹을 마친 이후에는 샤모니에서 쉬면서 패러글라이딩이나 산악
자전거 등의 액티비티를 즐기거나, 에귀디미디 전망대 등을 들렀다 올 수
도 있다.

오뜨루뜨 Haute Route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뜨루뜨는 하이 레벨High Level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프랑스 샤모니와 스위스 체르마트를 이어주는 코스로
1860년 영국 알파인 클럽 회원들이 개척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계 3대
미봉 마테호른의 절경과 스위스 체르마트, 고르너그라트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코스 중 하나다. 보통 샤모니에서 시작해 에귀예트 데
포제트, 토렌트 패스, 찌날, 그루벤을 거쳐 체르마트까지 6일간 트레킹을
한다.

몽블랑Mont Blanc. ‘하얀 산’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이 곳은 전 세계 트래커가 한번쯤 꼭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다. 이 가운데에서도 근대 트레킹의
원조 몽블랑 라운드 트레킹인 ‘뚜르 드 몽블랑’은 트레킹을 많이
다녀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단연 ‘잊지못할 최고의 트레킹’으로
손꼽힌다. 트레킹 루트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완만하고, 안전하게 고안된 이유도 있지만 몽블랑의 다양한

TMB의 희소성, 6월에서 9월까지만 가능한 트레킹
샤모니 시의 시장이 되려면 산악가이드 자격증은 필수 요건!
2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명문 샤모니 국립스키등산학교
ENSA는 세계 최고의 산악가이드를 양성하는 곳이다. 샤모니 몽블랑 광장 뒤
편에 자리잡은 이 학교에서 무려 7년 동안 이론과 실기를 익히고, 국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스키 인스트럭트나 등반 가이드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고 하
니 왜 세계 최고란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런 이 지역 최고 전문가들이 트레킹 가이드로서 팀을 전담하게 된다.

TMB는 일년 중 6월에서 9월까지만 트레킹이 가능한데, 이는 산장
이 이 시즌에만 운영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사전 산장 예약이 트
레킹 출발의 관건이 되기도 한다. 넘쳐나는 트레커들의 수요를 모
두 수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커다란 호텔 등의 숙박 시설을 만드
는 대신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시설을 보전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이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그런 이유들로 TMB
가 더욱 희소가치성의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습을 산악 등반이 아닌 라운드 트레킹만으로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몽블랑은 1786년 샤모니 마을을 출발한 자크 발마가 등정에
성공하며 세상에 이름을 알린 이래 매년 여름 트레커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베이스캠프는 프랑스 샤모니다. 보통
스위스의 제네바 공항으로 입국한 뒤 버스를 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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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몽블랑
트레킹
핵심 일주

9

days

Tour du
Mont Blanc
TOPr
Selle

INFORMATION

이 시대 최고의 트레킹 코스라 일컬어지는 뚜르 드 몽블랑은 싱그러운 산록에서부터 하얀 만년설의 침봉까지 지루할 틈 없는 멋진 풍경으로
트레커의 발걸음을 설레게 합니다. TMB 전구간을 완주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하이라이트라 불리는 구간을 6일간

FROM

₩

트레킹하며, 나머지 구간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효율적인 일정입니다.

3,690,000~

예상 항공가 110만원, 순수 투어비 2,590,000원

➊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에서 감상하는 몽블랑
➋ 1년 중 오직 여름에만 열리는 특별한 트레킹 코스
➌ 포클라즈 고개에서 보는 포도밭과 고봉들의 전경

ITINERARY
DAY 1 인천/레 우슈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제네바 공
항에 도착합니다. 담당자를 만나 전용 차량으로 이동
해 레 우슈에 도착합니다. DAY 2 몽주와 계곡 호텔 로
비에서 가이드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벨뷔에서

WHAT'S INCLUDED
인천/제네바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3성급
호텔, 다인실 공용 산장 조식 6회, 중식 6회, 석식 5회
현지 스텝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 제네바 / 샤모니
구간 전용차량 이동 7년 이상 경력의 프랑스 마운틴
가이드 트레킹 전 일정 짐 운반 서비스 제공
트레
킹 완주 시 수료증(Certificate) 발행 500만원 구조보
험 가입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서 TMB트레킹을 시
작합니다. 알프스 전경을 한눈에 둘러보고 레 꽁따민
느로 향합니다. DAY 3 보포르텡 노틀담 드 라 고르즈
교회에서 출발하여 숨겨진 계곡 레 샤삐유를 향해갑

과 함께 고봉들의 전망을 한눈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DAY 7 샤모니 계곡 마지막 여정은 스위스와 프랑스의

출발 날짜

경계 지역으로 올라가 몽블랑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
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풍경은 하산할 때까지 계
속됩니다. 샤모니 숙소로 돌아와 케이블카를 타거나

JUN

2019
15, 11
29

JUL

6, 13
20, 27
AUG 3, 10, 17

샤모니 시내를 구경하며 자유 시간을 즐깁니다. DAY

8 제네바 오전 호텔 입구에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제네
바공항으로 이동합니다. DAY 9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
합니다.

kilometer

France

Col de
la Forclaz

다. 이곳에서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

Chamonix
Les
Contamines

15

Switzerland
Grand Col
Ferret

Mont
Blanc

Italy

는 암석들과 눈과 얼음으로 덮인 몽블랑의 남쪽 봉우
리들을 감상 할 수 있습니다. DAY 5 페레 계곡 이탈리

Courmayeur
Val des
Glaciers

아와 스위스의 국경지대를 지나며 알프스의 푸른 초
원과 야생화, 눈 덮인 설산 봉우리가 멋지게 어우러진
풍경을 마음껏 감상합니다. DAY 6 포클라즈 고개 전

Les
Chapieux

30

Champex

Geneva

니다. DAY 4 베니 계곡 프랑스와 이태리 국경지역인
세뉴 고개를 넘어 몽블랑 산군의 북동쪽으로 향합니

0

Geneva

Switz.

Chamonix

France

Italy

WHAT WE CAN DO

HIGHLIGHT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6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한국인 상주 직원 및 현지 가이드 동행

➊ 여름에 즐기는 트레킹 코스
겨울 내 내린 눈이 녹아 푸르름을 자랑하는 뚜르 드 몽블랑은 산장이 여름시즌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필수인 지역입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로 6~8월 출발팀의 산장을 미리 확보
해 프로그램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➋ 500만원 구조보험 가입
안전한 여행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 모든 구간에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도
로까지도 걸어나 가야 하는 코스이기에 비상시엔 헬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여행자
개인이 부담하기엔 결코 적지 않아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500만원 구조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POINT 1 마운틴 가이드 자격증이 있는 프랑스 현지 전문 가이드 전 일정 동행
2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의 산악가이드를 양성하는 ENSA 국립스키등산 학교에
서 무려 7년 동안 이론과 실기를 익히고 국가 시험에 합격한 전문 등반 가이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전문 산악가이드가 들려주는 알프스의 이야
기에 귀 기울이며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즐겨봅니다.
POINT 2 트레킹 중 산장 간 짐 운반 서비스
뚜르 드 몽블랑 트레킹의 특징 중 하나는 미니버스로 제공되는 짐 운
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산행중에 필요한 가벼운 당일 산
행 장비와 개인 용품만 간단하게 준비하세요. 나머지 짐은 미
니버스가 안전하게 그날의 숙박지로 운반해 드립니다. 또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통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망이 아름다운 론 계곡 위를 걸으며 평화로운 포도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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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

걸어서
몽블랑에서
마테호른까지

Tour du
Mont Blanc

9

몽블랑 트레킹
완전 일주

11

days

알피니즘의 태동지 몽블랑(4810m)을 중심으로 알프스 산군을 한 바퀴 일주하는 트레킹 코스를 일컫는 뚜르 드 몽블랑Tour du Mont Blanc 목가적인
풍경의 초원에서부터 시원한 빙하지대,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못지않은 웅장함을 자랑하는 고봉들까지 다채로운 풍경을 즐기며 산행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산악마을 샤모니에서 시작해 트레킹이 끝나면, 총 8일의 트레킹 일정으로 보다 여유롭게 뚜르 드 몽블랑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HIGHLIGHT
➊ 근대 트레킹의 원조, 몽블랑 둘레길을 완주
➋ 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를 연결하는
써클 트레킹
➌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는 몽데 라 삭스
➍ 에귀루즈와 샤모니 트레킹

WHAT'S INCLUDED
인천/제네바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호텔 및
다인실 공용 산장
조식 8회, 중식 8회, 석식 7회
현지 스텝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
제네바/샤모니 구
간 전용차량 이동 7년 이상 경력의 프랑스 마운틴 가
이드 트레킹 전 일정 짐 운반 서비스 제공 뚜르 드
몽블랑 트레킹 완주 시 수료증(Certificate) 발행 500
만원 구조보험 가입

ITINERARY

High Level이란 뜻을 지닌 오뜨루트Haute Route는 1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전통의

나 전용차량으로 레 우슈 호텔에 체크인 합니다. 간단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인 페레고개를 향하여 올라

트레킹 코스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덜 알려져 있지만 스위스 발레 지역의 계곡과 초원, 암석지대를

한 트레킹 준비 후 시차 적응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듭

간 뒤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샹페마을로 이동합니다.

지나고 만년설로 뒤덮인 알프스의 웅장한 산봉우리들을 둘러볼 수 있어 유럽 내에서 최고의 트레킹

니다. DAY 2 샤모니 계곡 트레킹 가이드와 만나 간단

DAY 7 론 계곡 숲 속 가파른 경사를 따라 약 1시간 반

코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DAY 3 빙하계곡 본옴므를 등반하여 푸

다. DAY 8 프랑스 국경 넘기 에르바제르를 거쳐 발므

한 오리엔테이션 후 샤모니 계곡에서 TMB트레킹을

르고개를 하이킹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아름다운 미
아 호수에 잠시 들리고 알프스 목초지를 향해 내려갑
니다. DAY 4 발 베니 유명한 보포르 치즈의 고장인 그

정도를 걷고, 론 계곡과 마르티니 마을을 방문해봅니
고개를 향해 올라가 우리가 걸었던 프랑스로 되돌아
갑니다. DAY 9 에귀루즈와 샤모니 트레킹 바로 앞에
에귀 베르테와 드류가 보이는 쉐즈리 호수에서 트레

라셰 마을을 들리고 북동쪽으로 보면 프랑스와 이탈

킹을 합니다. 샤모니의 숙소로 돌아와 에귀디미디 케

리아 국경지역인 센느고개를 건넙니다. 몽블랑 남쪽

이블카를 타거나 샤모니 시내를 구경하며 자유 시간

봉우리들의 놀라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DAY 5 발

을 즐깁니다. DAY 10 제네바 오전 호텔 입구에서 전용

을 선사하는 몽데 라 삭스에 방문하게 됩니다. DAY 6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페레 TMB의 전체트레킹 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장관

차량 탑승하여 제네바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DAY 11

FROM

₩

➋ 스위스 국경 넘기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인 페레고개를 향하여 올라간 뒤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샹페마을로 이동합니다. 국경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
환경과 문화적 차이점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eneva
GROUP SIZE
최소 6명 최대 12명
Chamonix
GROUP LEADER
한국인 상주 직원 및 현지 가이드 동행Les
Contamines

Col de
la Forclaz

30

Switzerland
Grand Col
Ferret

Mont
Blanc

Courmayeur
Val des
Glaciers
Les
Chapieux

15

ITINERARY
DAY 1 인천/샤모니 제네바에 도착해 차량을 이용하여
샤모니로 향합니다. DAY 2 락 블랑 장엄한 몽블랑의

풍경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오늘 일정은 락 블랑 산장

Italy

Geneva

Switz.

Chamonix

France

Italy

라트까지 이어집니다. 고르너그라트에서 곤돌라를 탑
승해 체르마트로 이동합니다. 준비된 택시를 이용해
샤모니로 이동합니다. DAY 8 제네바 제네바공항으로

이동하여 인천으로 향합니다. DAY 9 인천 경유지에서

까지 이어집니다. DAY 3 에귀예트 데 포제트 에귀예

환승 후 인천 공항에 도착합니다.

트 데 포제트까지 하이킹합니다. 이 곳 정상에서 바라

INFORMATION

보는 파라노마 뷰를 즐깁니다. 스위스까지 차량 이동
합니다. DAY 4 찌날 토렌트 패스를 지나갑니다. 너무
가파르지 않은 즐거운 산행길입니다. 찌날이 오늘의
베이스캠프입니다. DAY 5 그루벤 가파른 코스를 지나
면 아름다운 숲이 나옵니다. 스위스 프랑스어 지역을

FROM

₩

4,490,000~

예상 항공가 110만원, 순수 투어비 3,390,000원

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DAY 7 체르마트/샤모니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6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동행

그루벤 호수로 내려옵니다. 마지막 산행은 고르너그

출발 날짜

지나 독일어 지역으로 접어듭니다. DAY 6 그루벤 버
스로 이동 후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빙하, 다양한 봉우

Champex

출발 날짜
2019
JUN 18, 25
JUL 2, 9, 16,
23, 30
AUG 6, 13, 20

0

WHAT WE CAN DO

WHAT WE CAN DO

➊ 샤모니 계곡 트레킹
샤모니 계곡에서 트레킹을 시작해 빙하계곡 본옴므를 오릅니다.
아름다운 빙하와 계곡, 산을 바라보며 최고의 트레킹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kilometer

France

➊ 알피니즘의 시작점 몽블랑과 알프스의 마테호른
➋알
 프스 산봉우리와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
➌ 100여년 역사를 지닌 유럽 전통의 트레킹 코스
➍ 빙하에 깎인 긴 협곡에 들어선 해발고도 1035m의
작은 도시 샤모니

인천/제네바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호텔 및
다인실 산장 이용 제네바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
체르마트 – 샤모니 교통편 7년 이상 경력의 프랑스
마운틴 가이드
리프트 이용권 및 짐 운반 서비스 제
공 트레킹 완주 시 수료증(Certificate) 발행 500만
원 구조보험 가입

3,990,000~

예상 항공가 110만원,
순수 투어비 2,890,000원

HIGHLIGHT

WHAT'S INCLUD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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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 Blanc
Haute Route

스위스 국경 넘기 산장에서부터 곧바로 하이킹하여

DAY 1 레 우슈 공항에 도착해 현지 픽업 담당자를 만

days

➊ 유럽 전통의 트레킹 코스
프랑스 샤모니와 스위스 체르마트를 이어주는 오뜨루트Haute route는 1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
는 유럽 전통의 트레킹 코스입니다. 1860년 영국 알파인 클럽 회원들에 의해 개척된 이후로 빙하지대를
통과하는 여름 산악코스로 알려지기 시작해 현재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락 블랑에서 시작해 에
귀예드 데 포제트, 토렌트 패스까지 즐겨운 하이킹을 경험하세요.
➋ 스위스 마테호른과 프랑스 몽블랑을 한번에
오뜨루트는 발레 알프스의 봉우리와 빙하지대, 초원과 암석지대를 걷게 되며 알피니즘의 발상지 몽블
랑과 세계 3대 미봉 마테호른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트레킹 코스입니다. 마테호른이 위치
한 체르마트와 고르너그라트까지 스위스와 프랑스의 절경을 모두 즐기세요.

2019
JUN 15, 22, 29

JUL

6, 13, 20
27

AUG 3, 10, 17

Switzerland
Zinal
Verbier

Geneva

Matterhorn
Mont Blanc

France

St.Niklaus
Zermatt

ChamonixMont-Blanc

Italy

World Class Adventure Trekking | 47

05

ADVENTURE STAGE
Tanzania

Londorossi

KILIMANJARO
ADVENTURE

Second Cave

Third

Lemosho
Forest

Shira 1

Moir Buﬀalo Cave
Hut Camp

Shira
Hut Lava
Tower
Barranco Hut

Summit

Karanga
River

Machame

Umbwe

Kikelewa
Camp

School
Hut

Mawenzi
Tarn
Kibo Camp
Barafu
Hut
Horombo
Mandara

Millenium
Camp

Marangu
Park Gate

Mweka Gate

Mweka

세계 7대륙 최고봉 킬리만자로

Kenya

Rongai

Arusha

Marangu

Moshi

Kilimanjaro
International
Airport

Himo
Rongai Route
Marangu Route
Machame Circuit

세계 7대륙 최고봉의 아프리카편,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는 탄자니아의 북동부와 케냐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
륙의 최고봉이자, 세계 최대의 휴화산이다. 킬리만자로라는 이름은 스와힐리어로 <반
짝이는 산> 이라는 뜻으로, 정상에 만년설이 덮여 있기 때문에 유래한 이름이다. 킬리
만자로는 5895m의 키보Kibo, 5149m의 마웬지Mawenzi, 4006m의 쉬라Shira의 세 개
의 분화구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을 향해 가는 동안 풍경은 열대 우림에서 시작해 황
무지를 거쳐 얼음과 빙하의 땅으로 끊임없이 변하며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1년 내
내 오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때는 건기인 7월부터 9월, 1월부터 2월까지이니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 시즌을 택하는 것이 좋다. 정상의 아이스 돔은 한때 그 높이가 20미
터에 10제곱 킬로미터가 넘는 크기였으나 지난 100년 사이에 85퍼센트가 녹아 사라졌
다. 지금과 같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킬리만자로에서는 더 이상 눈을
보기 힘들 것이다.

고산병과의 싸움

하나다. 3000m고지의 마차메 게이트에서 등반을 시작해 마차메 캠

이드, 포터 등 원정 인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되는데

킬리만자로 등반을 위한 여러 개의 코스 중 실제로 가장 많은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호롬보 산장 3720m를 지나면 5,149m의 키보 산장을 만난다. 희박해진 산소

핑장, 시라 캠프에서 캠핑을 한다. 매일 6-7시간을 이동하며 서서히

포터서비스, 길잡이 역할, 식재료 운반 및 취사와 식사 준비, 유사시

있는 코스는 마랑구 루트이다. 정상까지의 코스가 가장 쉽고 무난하여 코카콜라 루트

때문에 고산병이 나타나며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을 할 수 있다. 되도록 물

고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고소 적응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

긴급 하산 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박한 웃음과 넉넉한

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마랑구 루트의 첫 시작점은 1970m에 위치한

을 많이 먹고, 천천히 걷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마지막 정상 등반을 위한 준비

구간은 특히 완만하여 오르기가 쉽다. 롱가이 루트는 등반객이 가장

인심을 가진 이들은 트레킹에 있어 꼭 필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마랑구 게이트로 입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포터들에게 짐을 맡긴 후 등산을

를 하여 한밤중에 출발하는데, 굉장히 춥기 때문에(0도~영하10도) 방한복과

적은 루트로 알려져 있다. 케냐 국경 롱가이 1950m 고지에서 트레

이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보여주도록 하자.

시작한다.

방한장비 등을 잘 준비하여야 한다. 한 밤중 출발하는 정상 등반은 숨이 턱까

마랑구 게이트를 출발하여 만다라 산장까지 가는 약 2-3시간의 여정은 원시적이고 울

지 차오르도록 가파른 경사와 고산병으로 인한 깨질 듯한 두통, 극한 추위 등

창한 열대 우림 지역을 통과하여야 한다. 습도와 온도가 높은 지역이니 여름 복장을

고통이 뒤따른다.

코카콜라루트, 마랑구 루트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오늘의 목적지인 만다라 산장까지 가벼운 하이킹을 하듯 걷게
된다. 만다라 산장에 도착하여 체크인 후 가까운 곳에 마운디Maundi 분화구가 있으

마차메 루트와 롱가이 루트

니 한 시간 정도로 가벼운 산행을 다녀올 수 있으며, 정글에서 원숭이와 각종 새들을

킬리만자로를 오르는 여러 루트 가운데 코스가 길고 난이도가 높은 코스 중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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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을 시작한다. 세컨드 케이브를 지나 키켈레와 케이브 3,600m 협
곡 캠핑장까지 이동한다. 키보 분화구까지의 거리가 짧고, 트레킹

우후루 피크, 5895m에서 느끼는 자유

도중 아름다운 동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킬리만자로의 최고봉, 우후루 피크Uhuru peak. ‘우후루’는 자유를

트레킹의 숨은 주역들, 트레킹 가이드 및 포터
킬리만자로 트레킹에는 원정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트레
킹 서포트 팀이 꾸려진다. 캡틴 가이드의 지휘하에 서브가

뜻하는 스와힐리어이다. 킬리만자로의 정상에는 5895m를 묵묵히
오른 자 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1961년, 탄자니아가 독립을
쟁취한 후 그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봉우리는 우후루 피크
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World Class Adventure Trekking | 49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장 트레킹
(마랑구 루트
& 사파리 )

11

days

Kilimanjaro
Marangu Route

INFORMATION

7대륙 최고봉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를 오르는 7개의 루트 중 가장 대중화 되어있고 난이도가 낮아 일명 ‘코카콜라 루트’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마랑구

TOllPer
Se

루트를 따라 킬리만자로의 정상을 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랑구 게이트를 시작으로 열대우림, 초원지대을 지나 고산지대까지 다양한 아프리카의
식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발 3,720m에 위치한 호롬보 산장에서 하루 동안 고소적응을 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 정상등반의 성공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총 6일간의 트레킹 일정이 끝나면 사파리 전용차량을 타고 응고롱고로 보호 구역으로 이동해 게임드라이브를 즐깁니다.

HIGHLIGHT
➊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등정
➋ 우후루 피크의 만년설 감상
➌ 해발 3,720m 호롬보 산장에서 만나는 야경
➍ BIG 5 동물을 볼 수 있는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WHAT'S INCLUDED

[킬리만자로 트레킹]
일정상 산장 숙박(다인실)
트레킹 전문 현지
인 가이드 및 서브 가이드, 포터 서비스
등반 시
킬리만자로 정상
EMERGENCY SERVICE 포함
(UHURU PEAK) 등반 성공 시 인증서

ITINERARY
DAY 1 인천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DAY 2 아루샤 킬

₩

4,390,000~

예상 항공가 160만원, 순수 투어비 2,790,000원

결하는 킬리만자로 말 안장과 같은 킬리만자로 새들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4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Kilimanjaro Saddle을 지나갑니다. 야간 정상 트레킹

출발 날짜

DAY 6 키보 산장(4703m) 오늘은 키보와 마웬지를 연

을 위해 일찍 취침합니다. DAY 7 킬리만자로 정상(우

후루피크 5,895m) 자정에 정상을 향해 트레킹을 합니

2019
FEB

01

JUL
AUG

다. 아프리카 최고봉 우후루 피크(5,895m)에 도착하여

Kenya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한 후 하산하
여 호롬보 산장으로 돌아옵니다. DAY

8 아루샤 조식 후 하산, 아루샤로 이동하

리만자로 도착 후 전용차량으로 아루샤 호텔로 이동

여 휴식을 취합니다. DAY 9 응고롱고로

하여 내일부터 시작될 트레킹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에덴동산) 조식 후 응고롱고로로 이동하

DAY 3 만다라 산장(2,700m) 마랑구 게이트로 이동하

여 사파리를 하고, 응고롱고로 분화구에

여 4-5시간의 트레킹 후 만다라 산장에 도착합니다.

위치한 롯지에 머뭅니다. DAY 10 아디

DAY 4 호롬보 산장(3,720m) 호롬보 산장으로 향하다

스아바바 호텔 조식 후 킬리만자로 공

보면 마웬지봉우리와 킬리만자로 우후루 피크가 보

항으로 이동하여 오후 비행기로 출국

이기 시작합니다. DAY 5 호롬보(고소적응일) 고소적

합니다.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합니다.

응을 위해 호롬보 산장에서 하루 더 머무는 것은 아주

DAY 11 인천 경유지를 지나 인천공항

중요합니다. 4,500m지점의 지브라 락Zebra Rocks까

에 도착합니다.

26
02

Ngorongoro
Conservation
Area

Tanzania

Mt.Kilimanjaro

Arusha
Kilimanjaro
Airport

Marangu
Gate
Kilimanjaro Summit
Uhuru Peak
Kibo
Hut
Horombo
Hut
Mandara
Hut
Marangu

WHAT WE CAN DO

인천/아루샤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킬리만
자로 공항/아루샤 호텔간 픽업 & 샌딩 서비스
아루
샤 체류 시 투어리스트급 호텔 숙박(숙박 시 조식 포함)
트레킹 출발 전 아루샤 호텔 무료 짐보관 서비스
조식 8회, 중식 7회, 석식 8회 포함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응고롱고로 사파리 투어]
아루샤-국립공원 간 이동을 포함한 모든 이동
지
붕 개폐가 가능한 사파리 전용 4륜 구동차량
응고롱
고로 보호 구역 입장료 사파리 전문 드라이버
응고
롱고로 국립공원과 사바나가 내려다보이는 최고급 롯
지 1박

FROM

➊ 가이드와 포터의 축하 세레모니
정상을 향한 탐험과 도전정신을 보였던 트레커들을 위해 가이드와 포터는 축하 세레모니를 선
사합니다. 잠보송을 부르며 박수와 함께 몸을 흔드는데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마
웠다고 말을 건네 주세요. 짧은 며칠동안 생존을 위해 서로가 애썼던 시간을 잊지 못하실 것입
니다.
➋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게임 드라이브
응고롱고로 국립공원에서 사파리 전용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습지와 숲, 아카시아 군락이 펼쳐
지는 초원에서 야생동물의 활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 고산적응 트레킹을 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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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캠핑 트레킹
(마차메 루트)

킬리만자로
캠핑 트레킹
롱가이 루트

10

10

days

days

Kilimanjaro
Machame Route

Kilimanjaro
Longai Route

킬리만자로를 오르는 7개의 루트 중 위스키루트라 불리는 마차메 루트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랑구 루트보다 코스가 길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킬리만자로를 여행하는 여러가지 매력적인 방법 중 Best3로 손꼽히는 롱가이 루트. 케냐의 국경에서 시작하는 롱가이 루트는 키보 분화구까지의 거리가

하지만 매일의 단거리 움직임을 통해 고소적응이 순조로우며,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구간은 훨씬 짧고 완만하여 오르기가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랑구 루트를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롱가이 루트로 트레킹 시에는 킬리만자로의 신비로운 여러 동굴들을 지나게 되며, 하산 시

킬리만자로 서쪽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 트레커들에게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루트로 트레킹 일정 중 숙박이 캠핑으로 진행됩니다.

에는 마랑구 루트를 이용하여 하산합니다. 롱가이 루트와 마랑구 루트의 매력을 동시에 만나 볼 수 있는 롱가이 루트 트레킹에 도전하세요.

HIGHLIGHT
➊ 난이도 높은 마차메 루트로 킬리만자로 정복
➋ 시라 캠프에서 보는 붉은 노을

WHAT'S INCLUDED
인천/아루샤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킬리만
자로 공항/아루샤 호텔 간 픽업 샌딩 서비스
아루
샤 체류 시 투어리스트급 호텔 숙박(숙박 시 조식 포함)
트레킹 출발 전 아루샤 호텔 무료 짐보관 서비스
킬리만자로 트레킹 시 포함내역
일정상 캠핑 숙박(2
인실)
일정상 모든 식사
트레킹 전문 현지인 가
이드 및 서브 가이드, 포터 포터 서비스
킬리만자로
정상(UHURU PEAK) 등반 성공 시 인증서
등반 시
EMERGENCY SERVICE 포함 1억원 CHUBB 여행
자 보험

ITINERARY
DAY 1 인천 인천에서 출발합니다. DAY 2 아루샤 킬리
만자로 공항 도착 후 차량을 이용하여 탄자니아의 아
루샤로 이동합니다. DAY 3 마차메 캠프(3000m) 킬리
만자로 국립공원으로 이동 후 마차메 게이트에서 등반
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7시간의 트레킹 후, 마
차메 캠핑장에 도착 후 휴식합니다. DAY 4 시라캠프
(3840m) 여러 번의 오르막길을 지나 시라 캠프로 이동

로 정상을 향해 트레킹 합니다. 스텔라 포인트(5745m)
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한 후 정상인 우후루봉에
올라서고 다시 음웨카 캠프를 향해 하산합니다. DAY

8 아루샤 조식 후 하산을 시작하여 음웨카 공원에 도
착한 다음, 아루샤 호텔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합니다.
DAY 9 아디스아바바 킬리만자로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편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합
니다. DAY 10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합니다. 6시간의 트레킹 후 시라 평원을 지나서면 시라
캠프에 도착합니다. DAY 5 라바타워(4630m) 고도를
높여 라바타워를 오르며 고소에 적응합니다. 이를 지

INFORMATION
FROM

4,870,000~

나서면 내리막길이 이어지며 7시간의 트레킹 후 바란

₩

코 캠프에서 숙박합니다. DAY 6 바라푸캠프(4600m) 카

예상 항공가 160만원, 순수 투어비 3,270,000원

랑카 협곡으로 6시간의 트레킹 후 바라푸 캠핑장에 도
착하면 정상 등반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DAY

7 킬리만자로 정상(우후루봉, 5895m) 자정쯤 킬리만자

➋ 킬리만자로에서 캠핑을!
마차메 루트 두번째 캠핑지인 시라캠프(3,840m)에 도착하면 킬리만자로 봉우리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
고 있을 것입니다. 캠핑지에 도착하시면, 먼저 따뜻한 차로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뜨거운 물과 커
피, 꿀, 코코아가 준비되며, 포터가 짊어지고 온 싱싱한 재료를 가지고 현지 요리사가 정성들여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 후 트레커를 위해 세워놓은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키보(4,700m)로 향합니다. DAY 7 킬리만자로 정상 새
벽 1시쯤 출발하여 화산암 지대인 길만스 포인트를 지
나 드디어 아프리카 최고봉 우후루 봉(5895m)에 올라
서게 됩니다. 정상에서 시간을 보낸 후 호롬보 산장을

WHAT'S INCLUDED
인천/아루샤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호텔 2
박/캠핑 5박 조식 7회, 중식 6회, 석식 5회 킬리만
자로 국립공원 입장료 현지인 트레킹 가이드(영어로
투어진행) &포터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서 만다라 산장을 지나 마랑구 게이트까지 하산일정
이 진행됩니다. 마랑구 게이트에서 아루샤로 이동하
여 휴식을 취합니다. DAY 9 모시 모시에서 항공 시간
에 맞추어 출국합니다. DAY 10 인천공항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향해 하산합니다. DAY 8 모시 오늘은 호롬보 산장에
Mt.Kilimanjaro
Tanzania

Kilimanjaro
Airport

ITINERARY

Moshi

Kenya

₩

Marangu
Gate

Rongai

Moshi

3 롱가이 차량으로 아루샤에서 마랑구게이트까지 이

5,390,000~

예상 항공가 160만원, 순수 투어비 3,790,000원
Kenya

Kilimanjaro Summit Kikelewa
Camp
Uhuru Peak

Tanzania

리만자로 공항에 도착하여 모시로 이동합니다. DAY

INFORMATION
FROM

Kibo Mawenzi
Camp Tarn

DAY 1 인천 인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DAY 2 모시 킬

Horombo
Camp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2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Marangu

2019
FEB

01

JUL
AUG

26
02

동하여 입산신고를 한 뒤 랜드로버 차량으로 갈아

출발 날짜

타고 롱가이(1950m)까지 약 1시간 50분 정도 이동

Kenya

2019
FEB
JUL
AUG

➊아
 름다운 동굴과 협곡을 지나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키보 산장에 도달하는 코스
➋ 킬리만자로 정상, 우후루 봉과 호롬보 산장에서
별과 은하수 관찰

DAY 6 키보 달표면 같은 환경의 새들Saddle을 지나

01
26
02

Tanzania

하 뒤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DAY 4 키켈레

Mt.Kilimanjaro
Machame
Gate

Arusha

와 케이브 조식 후, 두 번째 목적지인 세컨드 케이브
Second Cave(3450m)로 이동을 하고 키켈레와 케이

Mweka
Gate

Kilimanjaro
Airport

Machame
Camp

Kilimanjaro Summit
Uhuru Peak
Shira
Camp2
Barafu
Camp
Barranco
Camp
Mweka
Camp

Machame

Mweka Gate

브Kikelewa Cave(3600m) 근처에 있는 협곡에 위치
한 캠핑장으로 이동합니다. DAY 5 마웬지 탄 마웬지

탄Mawenzi Tarn캠프(4330m) 캠핑장으로 가는 거리

WHAT WE CAN DO

WHAT WE CAN DO

➊ 7대륙 최고봉, 킬리만자로 등정
7대륙 최고봉,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 킬리만자로 등정을 목표로 하여 한 루트에서 다양한 환경을 경
험하실 수 있습니다.(초원, 열대우림, 황야, 화산, 빙하) 또 고도에 따라 변화된 다양한 식생을 경험하고
정상의 우후루 피크에서는 눈부신 만년설을 눈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2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HIGHLIGHT

➊ 등반객이 가장 적은 루트, 롱가이 루트
사람들이 적고 어렵지 않은 길을 찾는 당신을 위한 루트! 유일하게 킬리만자로 북쪽
에서 트레킹을 시작하는 루트로, 마랑구 루트보다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신비로운 여러 동굴들을 만나보세요, 등반객이 가장 적은 루트이기
때문에 다른 루트에서 보다 더 여유롭게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➋ 산장에서 보는 우주쇼
산장에 밤이 찾아오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구름 위 깨끗한 밤하늘에서 펼쳐지
는 별똥별과 은하수의 우주쇼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는 짧지만 경사가 가파르고 풀이 우거진 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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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ADVENTURE STAGE

Himalaya’s
Best 4
Trekking
히말라야 BEST 4 트레킹
히말라야. 총 연장 2,400km.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 네팔, 시킴, 부탄, 티벳
지역을 잇는 산맥으로 ‘눈의 거처’, ‘세계의 지붕’이라 불린다. 히말라야 산맥은
여러 개의 산계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 히말라야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네팔 히말라야에 8,000m이상의 에베레스트, 로체, 마칼루 등
8개의 고봉이 솟아 있어 전문 산악인과 트레커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꼭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지 않아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ABC),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EBC), 부탄 드룩패스, 티벳 카일라스 마운틴
트레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멋진 히말라야의 고봉들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고의 트레킹 코스 4곳을 소개한다.

01

02

03

04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레킹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BC) 트레킹

부탄 드룩패스

티벳 카일라스 마운틴 트레킹

해발 8,091m의 안나푸르나를 조망하기에 가장 적합한, 트레킹의 대명사 안

모든 산악인들의 로망 8,850m 에베레스트를 따라 11일간 트레킹 하는 에베

히말라야 산악 국가 중 하나인 부탄의 가장 아름다운 계곡 도시, 파로에서

우주의 중심 또는 근원, 티벳어로 ‘강린포체’라 불리는 카일라스 산으로 떠

나푸르나 베이스캠프 (ABC) 트레킹은 보통 네팔의 포카라에서 시작해 촘

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 역시 대표적인 히말라야 트레킹 루트다. 비행기

트레킹을 시작하는 부탄 드룩패스는 ‘호랑이의 보금자리’란 뜻을 가진 절벽

나는 마운틴 트레킹이다.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봉우리 때문인지 ‘소중한 눈

롱, 시누와, 데우랄리 등을 거쳐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뒤 큐미, 나야풀로 하

를 타고 카트만두에서 루클라까지 간 다음, 셸파들의 고향인 남체 바자르를

위의 사원, 탁상곰파를 방문하고 3,400m의 젤레라 패스, 장츌라카, 찰루나,

의 보석’이라는 뜻을 가진 카일라스는 티벳, 네팔, 인도 사람들에게 신성시

산하는 5박6일간의 트레킹이다. 산스크리트어로 풍요의 여신이라 불리는 안

지나 네팔 최고의 전망대라 일컬어지는 칼라파타르까지 이동한다. 칼라파

팀푸, 푸나카까지 걷는 3-4일간의 비교적 짧은 트레킹 루트다. 부탄의 역사

여겨지는 산이다. ‘푸른 보석’이라고 불리는 얌드록 쵸 호수와 간체를 지나

나푸르나와 물고기의 꼬리라 불리는 마차푸차레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인기

타르에 오르면 에베레스트의 정상과 푸모리, 눕체등 히말라야의 고봉들의

와 문화유산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가체, 딩르, 룽부를 거쳐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 도착한다. 다르첸에서

가 있는 트레킹이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 산행 경험이 부족해도 도전할 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3일간의 카일라스 마운틴 트레킹이 시작되고 다르첸, 디라북, 주툴푹 등을
지나 시가체, 라싸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기샤팜마 봉우리부터 장대한 카일
라스 산 봉우리를 따라 걷는 환상의 코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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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ABC)

9

days

Anapruna
Base Camp Trekking
트레킹의 대명사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는 ‘풍요의 여신’ 안나푸르나와 ‘fish tail’ 마차푸차레의 눈부신 모습을 즐기며 트레킹 할 수 있습니다.

TOllPer
Se

이와 더불어 네팔의 여러 트레킹 코스 중 접근이 용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베이스캠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많은 이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총 6일간 진행되는 트레킹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 산행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도 큰 어려움 없이 도전

Annapurna
Base camp

Chomrong
(2140m)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더르바르 광장, 파슈파티나트 사원, 스와얌부나트 사원을 방문합니다.

(1010m)

➊ 히말라야 8,000m급 고봉 안나푸르나와 마차푸차
레를 따라 즐기는 환상의 트레킹
➋ 포카라 페와 호수에 비친 히말라야의 전경 감상
➌ 수도 카트만두에서의 세계문화유산 탐험

WHAT'S INCLUDED

56 |

전 미팅 시간을 갖습니다. DAY 2 포카라/란드룩 비행

기를 이용하여 포카라에 도착한 뒤 트레킹을 시작합
니다. DAY 3 촘롱/시누와 울창한 숲과 네팔 소수민족

의 마을을 지나 시누와까지 트레킹 합니다. DAY 4 데
우랄리 히말라야 봉우리를 감상하며 강을 건너고 숲
길을 지나 데우랄리로 향합니다. DAY 5 MBC/ABC

WHAT WE CAN DO

인천/카트만두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카트
만두 픽업, 샌딩 서비스
카트만두/포카라 국내선 왕
복 항공권 및 텍스
호텔 2박, 롯지 5박
일정상 명
시된 교통편 조식 7회, 석식 1회 트레킹 전문가이
드 및 포터 서비스
국립공원 퍼밋 및 TIMS 카드 발
급 비용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카트만두 관
광지 입장료

DAY 1 인천/카트만두 카트만두에 도착하여 트레킹 사

히말라야 최종 목적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도

Naya pul

와 등 마을을 지나 큐미까지 하산합니다. DAY 7 나야
풀/포카라 트레킹의 마지막 날입니다. 나야풀에서 차

Phedi

(1130m)

Swayambhunath
Temple
Pashupatinath
Temple
Kathmandu
Durbar Square

량으로 이동하여 포카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합니다.
더르바르 광장 등 시내 관광을 한 뒤 공항으로 이동합

Landruk

Phedi
Pokhara

착하여 경치를 감상합니다. DAY 6 큐미 밤부, 시누

DAY 8 카트만두 카트만두로 돌아와 세계문화유산인

Sinuwa(2360m)
(1565m)

Naya pul

ITINERARY

Deurali
(3200m)

가능합니다. 또한 트레킹 후 포카라로 돌아와 아름다운 페와 호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카트만두에 도착하여 전문 가이드와 함께 유네스코

HIGHLIGHT

Tibet

ABC

(4130m)

Nepal

Kathmandu

니다. DAY 9 인천 인천에 도착합니다.

➊ 히말라야의 다채로운 전경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는 대부분의 여행자가 첫 번째로 선택하는 코스 중 하나로 히말라야 자락에 터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계곡, 빙하의 침식작용을 생겨난 거대한 협곡 등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
습니다.
➋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카트만두 시티투어
모든 트레킹 일정 이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카트만두 구시가지를 돌아보는 시티투어
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듣다 보면 어느샌가 카트만두의 매력
에 푹 빠지게 됩니다.

INFORMATION
FROM

₩

2,460,000~

예상 항공가 110만원, 순수 투어비 1,360,000원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8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한국어 사용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2018
18, 25
2019
JAN
5, 12
19, 26
FEB
16
MAR
2, 23
APR
27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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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EBC)

16

days

WHAT WE CAN DO

Everest
Base Camp Trekking
한눈에 들어옵니다.

➋ 하늘에서 만나는 히말라야
카트만두에서 루클라로 이동할 때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정원이 20명 정도되는 비행기를
타면 왼쪽 창가 자리를 선점하세요. 히말라야의 고
봉들을 창문 넘어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모든 산악인들의 로망 에베레스트, 그 찬란한 여정! 루클라를 기점으로 셸파들의 고향인 남체 바자르를 지나 네팔 최고의 전망대라 일컬어지는
칼라파타르까지 11일간 트레킹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칼라파타르에 오르면 에베레스트의 정상과 푸모리, 눕체등 히말라야의 고봉들의 아름다운 전경이

➊ 최고의 뷰 포인트, 칼라파타르
칼라파타르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의 경관
을 감상하기 위하여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지점이며,
일반인들이 오를 수 있는 에베레스트 지역의 최고
전망대 중 하나입니다.

FROM

₩

2,950,000~

예상 항공가 120만원, 순수 투어비 1,750,000원

HIGHLIGHT
➊ 해발고도 5,555m에 위치한 칼라파타르 등반하기
➋ 해발고도 8,000m급 설산에 둘러 쌓인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정복
➌ 에베레스트 뷰 호텔 방문하기
➍ 새하얀 눈길을 관통하는 트레킹

WHAT'S INCLUDED
인천/카트만두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카트
만두 공항-호텔 간 픽업 & 샌딩 서비스 (전용 차량과 현
지 스태프)
일정상 명시된 교통편
조식 14회, 호
텔 3박, 롯지 또는 게스트하우스 11박 현지
가이드(영어구사) 및 포터 서비스
국립공
원 퍼밋 및 TIMS 카드 발급 비용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ITINERARY
DAY 1 인천/ 카트만두 카트만두에 도착하여 사전 트

레킹 미팅시간을 갖습니다. DAY 2 카트만두/ 루크라/
팍딩 비행기를 이용하여 루크라로 이동해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DAY 3 팍딩/ 남체 바자르 두드코시 강을
따라 트레킹을 하여 쿰부 히말라야의 중심지인 남체
바자르에 도착합니다. DAY 4 남체 바자르 남체 바자
르에서 고소적응을 위한 휴식을 취합니다. DAY 5 남

체 바자르/ 탱보체 빙하호수와 아름다운 산길을 따라
탱보체에 도착하여 화려한 네팔 사원들을 만나봅니
다. DAY 6 탱보체/ 딩보체 임자콜라와 팡보체를 지나

쉘파들의 마을 딩보체까지 트레킹합니다. DAY 7 딩보
체/ 낭카르챵 오늘은 또 다른 고소적응일 입니다. 낭

카르창에 도착하여 아주 멋진 전망을 감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DAY 8 낭카르챵/ 로부체 쿰부빙하를 따라

로부체까지 이동합니다. DAY 9 로부체/ EBC/ 고락셉

쿰부 빙하를 따라 EBC에 도착한 뒤 고락셉에 도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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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휴식을 취합니다. DAY 10 고락셉/ 칼라파타르/ 페
리체 에베레스트를 전망하기에 가장 좋은 칼라파타
르 전망대에 도착하여 히말라야의 장엄한 파노라마를
감상하고 페리체까지 하산합니다. DAY 11 페리체/ 남
체 바자르 예티의 뼈가 보관되어 있는 팡보체 마을을
거쳐 남체 바자르까지 하산합니다. DAY 12 남체 바자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4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DEC

2018
15, 29

르/ 루크라 아기자기한 산악마을 루크라에 도착하여

JAN

2019
5, 12,
19, 26

휴식을 취하거나 자유시간을 보냅니다. DAY 13 루크

16
2, 23
27

China

라/ 카트만두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여 카트만두로 이
동한 뒤 자유일정을 즐깁니다. DAY 14 카트만두 세계
문화유산인 더르바르 광장 방문 등 카트만두에서 자

FEB
MAR
APR

Gokyo Ri

Everest
Base Camp

Kathmandu

유일정을 즐깁니다. DAY

Cho la

15 카트만두/ 공항 항공

Lukla

일정에 맞춰 인천으로
향합니다. DAY 16 인

Nepal

천 인천에 도착합
니다.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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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부탄
드룩패스 트레킹
& 헤리티지

10

days

Bhutan druk pass
Trekking & Heritage
히말라야 산자락에 위치한 부탄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여행지는 아닙니다. 국민 총 생산성보다
은둔의 왕국이기도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채 신비에 싸여있던 이곳은, 인도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해외에 문호 개방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청정한 히말라야의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과 왕궁, 사원,
히말라야 설산 트레킹 등 여행자를 매료시킬만한 것들이 무궁무진한 부탄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HIGHLIGHT
➊ 은둔의 왕국 부탄에서 즐기는 트레킹
➋ 파로, 탁상곰파까지의 하이킹
➌ 드룩패스를 따라 만나는 히말라야의 정경

WHAT'S INCLUDED
인천/방콕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방콕/파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호텔 6박(방콕 1박, 부탄
5박), 캠핑 2박 디럭스 식사, 캠핑 식사 등 전 일정 식
사 부탄 정부 TAX 및 트레킹 퍼밋 전용차량, 각종
입장료, 현지 가이드, 포터 부탄 비자 발급비용 1
억원 CHUBB 보험

WHAT WE CAN DO

국민의 총 행복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부탄은 지구 상의 마지막 샹그릴라로 손꼽히는

China
Bhutan

➊ 지구 상의 마지막 샹그릴라로 손꼽히는
은둔의 왕국
여행하기 어려운 나라 대부분이 위험국가
이지만, 부탄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친
절한 부탄 사람들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
껴보세요.

Punakha

Thimphu

Paro

➋ 부탄 트레킹은 절벽 위, 새가 둥지를 튼
것처럼 편안하게 자리 잡은 탁상사원
탁상이란 ‘호랑이의 보금자리’란 뜻으로 전
설에 의하면 늙은 스님이 호랑이로 변신하
여 부탄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이 호랑이는
가파른 절벽의 동굴에서 수행했고 이 자리
에 지금의 탁상사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➌ 산과 들과 호수를 만끽하는 자연 트레킹
히말라야의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
니다. 히말라야 골짜기에 자리 잡은 부탄
의 트레킹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겨진 천
혜의 트레킹 장소입니다.

India

ITINERARY
DAY 1 인천/방콕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방콕에 도착

합니다. DAY 2 파로 부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도
시 중 하나인 파로로 항공 이동하여 시내에서 자유시
간을 갖습니다. DAY 3 탁상곰파 파로에서 탁상곰파로
의 약 5시간 가량의 하이킹을 합니다. DAY 4-5 드룩패

스 1일차 차량으로 트레킹 시작점으로 이동합니다. 젤
라 종(사원)까지 도달하여 캠프에서 1박 합니다. 장츌
라카에서 자냐 베이스까지 약 14~16km를 걷습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깔끔한 히말라야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DAY 6 드룩패스 3일차 트레킹 마지막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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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k
Path

Taksang
Gompa

12km 정도 거리를 걸어 찰루나로 향합니다. 트레킹
종료 후 팀푸 호텔에서 피로를 풀고 멋진 저녁 식사를
합니다. DAY 7 팀푸 부다 포인트와 타킨Takin 동물원

을 방문하고 푸나카로 향합니다. DAY 8 푸나카 부탄

INFORMATION
FROM

₩

3,550,000~

내륙의 깊숙한 푸나카 여행을 마치고 히말라야의 고

예상 항공가 153만원, 순수 투어비 2,020,000원

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푸타카-팀푸 하이웨이를 따라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4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파로로 돌아옵니다. DAY 9 방콕 공항으로 이동해 방
콕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방콕 도착 후 인천
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DAY 10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출발 날짜
DEC

2018
14, 21

JAN
MAR

2019
4, 11
1, 15

APR
MAY

5, 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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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카일라스
마운틴 트레킹
& EBC

16

days

Tibet Kailas
& EBC

INFORMATION

세계적인 도시로 급부상한 베이징에서부터 고대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여행에 동참하세요. 라싸 한가운데 우뚝
이동합니다. ‘신들의 산’이라 불리우는 세계 최고의 불교 성지 카일라스 산에서 원형 코라를 돌며 순례자의 길에 동참해 보세요! 라싸로 돌아오는 길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이자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방문도 빠질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HIGHLIGHT
➊ 아시아에서 가장 신성한 산 카일라스 마운팅 트레킹
➋ 이국적인 티벳 구시가지 탐험

ITINERARY
DAY 1 인천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경유지에 도착합니

다. DAY 2 라싸 라싸에 도착 후 가이드와 미팅하여 호
텔로 이동합니다. DAY 3 라싸 티벳의 상징 포탈궁, 조

WHAT'S INCLUDED
인천/청두, 청두/라싸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조식 6회, 석식 1회
픽업 및 샌딩 서비스
티벳
여행 허가서
가이드 투어 일정 내의 관광지 입장료
포함
친환경 버스 이용요금
투어 인원수에 따른
전용차량 이동
호텔 8박, 게스트하우스 7박
1억
원 CHUBB 여행자 보험

캉사원, 바코르 거리를 방문하고 현지 찻집에서 차를
마셔봅니다. DAY 4 라싸 라싸에서 가장 큰 사원 중 하
나인 트레풍사와 세라사원에 방문해봅니다. DAY 5 얌
드록쵸 현지인에게 푸른 보석이라고 불리는 얌드록
쵸 호수와 간체를 방문해보고 시가체로 이동합니다.
DAY 6 딩르 시가체의 타쉬룬포 사원을 구경합니다.

시가체에서의 탐험 후, 딩르로 이동합니다. DAY 7 룽
부사원 차량으로 룽부로 향하는 길에 아름다운 산의
장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DAY 8 EBC/사가 올드
딩르 길을 따라 사가 자치구로 향합니다. 차량 이동 도
중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만납니다. 기샤팜마 봉
우리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DAY 9 다르첸 다르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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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해 3일 동안의 카일라스 산 트레킹을 위해 준
비를 합니다. DAY 10 디라북 다르첸(4,574m)을 출발

지점으로 하여 디라북(4,920m)까지 갑니다. DAY 11 주

FROM

₩

예상 항공가 90만원, 순수 투어비 2,850,000원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8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DEC

2018
16, 23

다르첸 밀라레파의 동굴을 동해 트레킹을 합니다. 계

JAN
APR

2019
6, 13
7

곡이 끝나는 지점에서 드라이버가 픽업하여 다르첸으

으로 사가에서 시가체로 이동합니다.

Jokhang
Temple

20, 27
3, 10

Drepung
Monastery

Mt. Kailash
Tarchen

인천 귀국할 준비를 위해 공항
으로 이동합니다.

JUL
AUG

Potala
Palace

China

DAY 15 라싸 차량으로 시가체에
서 라싸로 이동합니다. DAY 16

➋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신비의 땅 티벳에서 경험하는 불교문화
중국비자 발급부터 티벳 허가증까지, 개인 방문이 다소 어려운 신비의 땅 티벳. 옛 티벳의 수도인 라싸
를 포함하여 간체, 시가체를 방문해 티벳의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체투지 등 현지인들의 삶
곳곳에 녹아 있는 티벳 불교의 정수를 발견해 보세요.

Sera
Monastery

로 이동합니다. DAY 13 사가 도착했던 길을 따라 사가
로 되돌아갑니다. DAY 14 시가체 차량

➊ 우주의 중심 또는 근원, 카일라스
티벳어로는 ‘강린포체’라 불리며,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봉우리 때문인지 ‘소중한 눈의 보석’이라는 뜻을
가진 카일라스는 티벳, 네팔, 인도 사람들에게 신성시 여겨지는 산입니다. 순례에 가까운 여행으로 신
비로움이 있는 서부 티벳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보세요.

출발 날짜

틀푹 가장 힘들고 거친 순회가 될 것입니다. 정상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 주툴푹 숙소로 이동합니다. DAY 12

3,750,000~

WHAT WE CAN DO

서 있는 포탈라 궁과 수 많은 사원을 방문하고 이국적인 티벳 구시가지를 탐험해 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서부 티베트 고원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Saga
Manasarovar

Nepal
India

Lhasa
Shigatse

Everest
Base Camp

Bh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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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Dead Women Pass
4200m/13779ft

Machu Picchu
2400m / 7874ft

Runquracay

페루 정통
잉카 트레일

Winayhuayna
2720m / 8923ft

Ollantaytambo

10

2720m / 8923ft

days

Wayllabamba 3600m / 11881ft
2980m / 9776ft

Cusco

Sun Gate

(Inta Punku)

Aguas Calientes

Train From Aguas Calientes to Ollantaytambo or Cusco

Road
Hike
Train

Inca Trail

Pacaymayo

INFORMATION
FROM

₩

3,790,000~

예상 항공가 140만원, 순수 투어비 2,390,000원

단 일주일의 휴가로 페루 잉카문명의 심장을 마주할 기회. 쿠스코의 식민지풍 도시를 즐기고, 3박 4일간의 정통 잉카트레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미 최고의
트레킹 코스인 이 트레일의 끝에는 마추픽추가 있습니다. 마추픽추에서 잉카인의 오래된 숨결을 느껴봅니다. 4일간의 잉카 트레일 도중 비밀의 계곡을 지나
높은 안데스의 숲길을 헤쳐 나가는 어드벤처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단 한번 뿐인 이 어드벤처를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보세요!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2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HIGHLIGHT

ITINERARY
DAY 1 인천/달라스 인천공항을 출발 합니다. DAY 2
쿠스코 자유시간을 보내며 쿠스코 대성당, 잉카 박물
관, 코카 박물관, 코리칸차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WHAT'S INCLUDED
인천/리마, 리마/쿠스코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3박 4일 정통 잉카 트레일 현지 가이드, 요리사, 포터
등 마추픽추 유적지 가이드 투어 조식 6회, 중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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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오얀따이땀보 현지 가이드와 함께 잉카의 성
스러운 계곡을 여행하고 오얀따이땀보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하이킹을 시작합니다. DAY 4 와이얌바마 밴

을 타고 ‘km 82’에 도착하여 안데스의 산맥 등반을 시
작합니다. 작은 잉카 유적지, 변화무쌍한 계절, 다양

한 들판들을 느끼며 걷습니다. DAY 5 파카이마요 고

도 40198m 와미와누스카까지 오른 후, 충분한 휴식

2019
MAR
APL

23
26

MAY
JUN
JUL

24
14
12

AUG
SEP

9
13

과 체력 보충 시간을 갖습니다. DAY 6 위나이와이나
두개 이상의 긴 패스와 그 길을 따라 푸유파타마르카,
위나이와이나 유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DAY 7 인

Peru

티푼쿠 일출과 함께 마추픽추의 관경을 볼 수 있는 태
양의 문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마추픽추까지 내려가
가이드 투어를 하거나 잉카의 다리를 방문할 수 있습
니다. 아구아스 깔리엔떼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뒤,
열차를 타고 저녁에 쿠스코로 복귀합니다. DAY 8 쿠
스코 쿠스코에서 자유시간을 보내고 공항으로 이동
합니다. DAY 9 ~10 인천 경유지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Lima

Machu
Picchu

Ollantaytambo
Cusco

WHAT WE CAN DO

➊ 잉카트레일 트레킹 후 이른 아침 일출과 함께
마추픽추에 도착하기
➋ 2,400m이상의 고지대를 걸으며 잉카인들의 숨결
느끼기
➌ 성스러운 계곡의 오얀따이땀보 유적지 방문
➍ 푸유파타마라카, 위나이와이나 유적지 방문

회, 석식 3회 호텔 3박, 캠핑 3박 기차, 버스, 밴 등
기본 교통편 포함
평균 13명에서 최대 16명 소그룹
이동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➊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오얀따이땀보에서 잉카 트레일 현지전문가이드와 함께 잃어버린 공중 도시라
불리는 마추픽추로 출발합니다. 트레킹 마지막 날, 숨막힐 듯한 마추픽추의 모
습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해발 2400m의 마추픽추 유적에는 잉카인의 신비로
운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➋ 잉카 퍼밋 Inca Permit
하루에 오직 500명만 잉카트레일을 할 수 있는 잉카 퍼밋을 발급 받을 수 있
습니다. 어드벤처 트래블은 한국인 여행자가 쉽게 잉카 퍼밋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현지 업체와 연결하여 집에서도 퍼밋을 확정 가능하도록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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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토레스 델 파이네
W트레킹
+ 모레노 빙하
WHAT WE CAN DO

12

days

Patagonia
Trekking
팽창하고 있는 모레노 빙하를 탐험합니다. 파이네 국립공원이 자랑하는 W-trek은 파이네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프랜치 밸리와 또레스 델
파이네 전망대를 포함하는 남쪽면을 트레킹하는 코스로 12개의 빙하, 독특한 자연경관 및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트레킹 코스입니다.

HIGHLIGHT
➊ 토레스 델 파이네 삼형제 봉까지 트레킹
➋ 엘찰튼 피츠로이, 쎄로토레 트레킹
➌ 아름다운 페리토 모레노 빙하 눈에 담기
➍ 그레이 빙하 크루즈에서 즐기는 피스코 샤워
➎ 프렌치 밸리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계곡

WHAT'S INCLUDED
인천/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인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산티아고/푼타 아레나스, 엘 칼라파
테/부에노스 아이레스 왕복항공권 및 텍스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W-trek, 엘찰튼 피츠로이, 쎄로토
레 전문 현지 전문 산악 가이드 동행
그레이 호수에
서 그레이 빙하 보트 투어
엘 칼라파테 페리토 모레
노 빙하 미니 트레킹 트레킹 시 모든 관광지 및 국립
공원 입장료 조식 7회, 중식 5회, 석식 6회 호텔 5
박, 산장 2박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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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ERARY
DAY 1 인천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DAY 2 푼타 아레
나스 경유지를 거쳐 푼타아레나스에 도착하여 자유시
간을 보내고 1박을 합니다. DAY 3 푸에르토 나탈레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엘 칼라파테로 항공이동 후
픽업서비스로 조용한 항구도시인 푸에르트 나탈레스
에 도착합니다. DAY 4 W-trek 1일차 토레스 델 파이네
(파타고니아 타워) 아침식사 후 전용차량으로 드넓은
대평원 팜파 파타고니아를 지나 토레스 델 파이네 국
립공원으로 이동합니다. DAY 5 W-trek 2일차 프렌치
밸리 오늘은 보트를 이용하여 터키석 색깔의 물빛을

FROM

₩

6,890,000 ~

예상 항공가 140만원, 순수 투어비 5,490,000원

7 페리토 모레노 빙하 아침 식사 후 남쪽 파타고니아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10명 최대 18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동행

빙산지대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경치를 지닌 페리토

출발 날짜

모레노 국립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운이 좋다면 거대
한 빙하가 부서져 내리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➋ 지구에서 유일하게 팽창중인 빙하 모레노 빙하 만나기
7일차, 폭이 5km,얼음벽 높이가 60m에 달하는 거대한 빙하를 만나게
됩니다. 운이 좋다면 그곳에서 천둥소리와 맞먹는 호수속으로 거대한
빙하가 부서져 내리는 장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남미의 매력적인 두 나라,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트레킹 코스를 엄선한 8일간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모든 암벽 등반가들의
로망인 1,000m이상의 수직 암봉 피츠로이 산군과 지구상에서 가장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인 쎄로 토레 지역을 트레킹 하고 지구상의 빙하 가운데 유일하게

➊ 지구상 10대 낙원 파이네 국립공원 트레킹 하기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인솔자와 함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트레킹 중 빙하호수와 함께 3개의 분홍빛 화강암 타워(삼형제봉)과 터
키석 색깔 물빛을 가진 페호에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DEC

2018
13, 21

JAN

2019
3,11,

JAN
FEB

18, 26
02

DAY 8 엘 찰튼 쎄로토레 & 피츠로이 트레킹 토레 라
군으로의 트레킹을 한 뒤 엘 찰튼 또는 엘 칼라파테에

Buenos Aires

서 여행의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DAY 9 부에노스 아
이레스 조식을 마치고 엘 칼라파테 공항으로 이동합
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항에서 귀국편에 탑승합
니다. DAY 10~11 인천 경유지를 경유 후 인천공항에

El Chalten

Cerro Torre&
Fitzroy

도착합니다.

가진 아름다운 페호에 호수를 통과하고 세계에서 가
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프렌치 계곡으로 트레킹을 시

El Calafate

작합니다. DAY 6 W-trek 3일차 그레이 빙하 파타고니
아 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빙하중 하나인 그레이 빙
하를 향해 트레킹을 하고 오후에는 그레이II호에 탑승
합니다. 종료 후 엘 칼라파테 호텔로 이동합니다. DAY

Torres del paine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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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돌로미테
Alta via no.1
트레킹

10

days

INFORMATION
FROM

Dolomite
Alta via no.1 Trekking

₩

4,290,000~

Alta via
No.1

Austria

Italy

예상 항공가 140만원, 순수 투어비 2,890,000원

Tre cime di
Lavaredo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8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Cortina
d’Ampezzo

출발 날짜
2019

JUN

26, 25

AUG

1

Venice

히말라야, 록키, 그리고 알프스. 분명 모두 각기 너무나 다른 산맥들이지만, 막상 그 차이점을 구별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리학상의 보석이라 일컬어지는
돌로미테는 한 눈에 그 특별함을 드러냅니다. 이탈리아의 북동쪽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주의 남티롤 지방, 알프스의 끝자락에 위치한 돌로미테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봉우리들이 거대한 산군을 이루는 산악지대입니다. 이 곳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 식물군, 그리고 흥미로운 역사에 더해 아름다운 풍경까지 이
높이게 될 것입니다.

HIGHLIGHT
➊ 돌로미테 3,000m급 세 개의 바위봉우리 만나기
➋ 돌로미테 산군의 아름다운 산장에서의 숙박
➌ 전체 산군의 80% 조망이 가능한 알타 비아 코스

WHAT'S INCLUDED
인천/베니스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돌로미
테 하이루트 중 가장 유명한 Alta Via No.1 트레킹
다양한 산군을 80%이상 조망하는 최상의 트레킹 코스
IFMGA(국제마운틴가이드연맹) 현지 산악 전문가
이드 동행
현지 가이드와의 로컬식 웰컴 디너 및 산
악 오리엔테이션
트레킹 중 다음 산장까지 짐 운반
서비스 트레킹 중 필요한 모든 차량 이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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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정 소그룹만을 위한 전용 차량 이동
다양한 지점에 위치한 엄선된 산장 숙박
의 자유 시간 베니스 4성급 호텔 숙박

돌로미테의
베니스에서

ITINERARY
DAY 1 인천/코르티나 인천 공항 출발, 베니스 공항에
도착하여 준비된 차량을 타고 코르티나로 이동합니
다. DAY 2 트레 치메 디 라바레도 전용 벤을 이용해 아

우론조 산장(2,320m)으로 이동합니다. 약 6시간의 트
레킹 동안 트레 치메 디 라바레도와 제 1차 세계대전
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DAY 3 라고 디 브레
이스 트레킹을 시작하여 호수가 보이는 길을 걷습니
다. 2시간 가량의 오르막을 올라 2000m대의 돌로미티

산군으로 진입합니다. DAY 4 알토피아노 디 파네스

2~3000m대의 돌로미티 산군을 계속 걷습니다. DAY 5
라가주오이 알타 비아 돌로미티를 따라 포클레따 데
라고까지 이동 후 작고 예쁜 호숫가에서 점심시간을
가집니다. 숲과 계곡을 지나 라가주오이 산장(2,752m)
에 도착합니다. DAY 6 친퀘 토리 지역 누볼라우 정상
에 오른 후, 친퀘 토리에서 거대한 바위의 아름다움과
요새화 된 1차 세계 대전의 주요 격전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Y 7 말가 페데라 포첼라 지아우(2,360m)
을 지나며 오르막과 내리막을 많이 걷게 됩니다. 말가
페데라 산장(1,800m)에 도착하여 마지막 밤을 보냅니
다. DAY 8 베니스 차량을 이용해 베니스로 이동한 후
자유시간을 보냅니다. DAY 9~ 10 인천 베니스 공항에

WHAT WE CAN DO

모든 요소들이 돌로미테를 전세계 트레커들이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7시간을 걷고, 하루에 700~900m정도 고도를

➊트
 레 치메 디 라바레도		
Tre Cime di Lavardo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트레 치메 디 라바레도는 돌로미테를 상
징하는 세 개의 거대한 바위봉우리로 가
장 작은 봉우리는 치마 피콜로(2856m), 동
쪽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치마 오베스
트(2972m), 큰 봉우리라는 뜻의 이름을 가
진 치마 그란데(3003m)가 있습니다. 해가
저무는 기울기에 따라 이 거대한 세 바위
의 색깔이 변하는 장관은 평생 잊을 수 없
는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➋ 알타 비아 Alta Via No.1 트레킹
돌로미테 트레킹 코스는 굉장히 다양합니
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하이 루트,
Alta Via No.1 코스는 돌로미테 전체 산군
의 80% 가까이 조망할 수 있는 최상의 루
트로 가장 인기있는 코스입니다. 거대한
돌산의 산군과 아름다운 야생화, 빙하와
들꽃으로 덮힌 알프스 산군 모두를 알타
비아 코스에서 한번에 누려보세요!

서 귀국편을 탑승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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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
노르웨이
3대 트레킹

10

라우가베구르
+ 핌보르두할스
롯지 트레킹

days

Norway
top 3 Trekking

10

days

Iceland
Laugavegur

깎아지를 듯한 수직 절벽 사이에 아찔하게 끼어 있는 계란 모양의 바위로 유명한 스릴 만점의

세계의 많은 트레커를 불러들이는 라우가베구르 트렉은 아이슬란드의 대표 트레킹 코스로 네셔날 지오그래픽, 론리플레닛이 선정한 세계 10대 트렉킹

쉐락볼튼 트레킹, 태고의 절경으로 매년 15만명이 방문하는 프레이케스톨렌 트레킹, 세계 최고의

코스에 꼽힌 바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남쪽, 화산 지열 계곡인 래드만나라우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프야틀라이외쿠틀까지 걸어가는 코스입니다.

전망대 트롤퉁가 트레킹까지 노르웨이 3대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또한 노르웨이는

세계 3번째 크기의 지열 지역과, 우주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노란색 라이요 라이트(유문암)산과, 검은 사막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빙하와 바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피오르드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크루즈를 타고 피오르드
절경을 감상하거나, 트레킹을 하면서 피오르드 해안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HIGHLIGHT
➊ 트롤의 혀, 트롤퉁가에서 내려다보는 피오르드
➋ 노르웨이 4대 피오르드, 쉐락볼튼 트레킹
➌ 프레이케스톨렌에서 뤼세 피오르드 감상

WHAT'S INCLUDED
인천/오슬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오슬로/
스타방에르 국내선 편도 항공권 및 텍스
노르웨이 3
대 트레킹 노르웨이 피오르드 크루즈 조식 7회, 중
식 3회, 석식 3회
모든 여행지와 목적지간의 교통수
단 호텔 및 산장 7박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ITINERARY
DAY 1 인천 인천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DAY 2 오슬로

HIGHLIGHT
착한 후, 프라이빗 버스를 타고 조용한 산길을 따라 리
스보튼으로 향합니다. DAY 4 쉐락볼튼 노르웨이 4대
피오르드 중 하나이며, 웅장한 절경으로 유명한 뤼세
피오르드를 볼 수 있는 쉐락볼튼 트레킹을 시작합니
다. 왕복 6-7시간 소요됩니다. DAY 5 프레이케스톨렌
아침 일찍 일출을 보기 위해 프레이케스톨렌에서 트
레킹을 시작합니다. 왕복 4-5시간 소요됩니다. DAY 6
트롤퉁가 고도 1,100m, 왕복 27.5km의 난이도는 높은

INFORMATION
FROM

₩

4,990,000~

편이지만 올라가는 구간마다 다양한 풍경과 피오르드

예상 항공가 130만원, 순수 투어비 3,690,000원

를 보며 트롤퉁가로 올라갑니다. 왕복 10-12시간 소요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대 12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동행

됩니다. DAY 7 베르겐 크루즈를 타고 하르당에르 피오
르드를 즐깁니다. 크루즈를 타고 노르웨이에서 유명
한 사과주 농장 방문 후 베르겐으로 이동합니다. DAY

8 오슬로 베르겐에서 국내항공을 이용해 오슬로로 이
동합니다. DAY 9 오슬로 오슬로 공항으로 이동하여

경유지를 거쳐 오슬로에 도착 후, 자유시간을 보냅니

귀국편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DAY 10 인천 인천공항

다. DAY 3 리세보튼 국내선 비행기로 스타방에르에 도

에 도착합니다.

➊ 세계 최고의 전망대, 트롤퉁가
프레이케스톨른, 쉐락볼튼과 함께 노르웨이 3대 트레킹 중 하나로 고도 1100m, 왕복 27.5km의 8-12시
간 걸리는 난이도가 높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정상의 높이에서 하르당에르 피오르드를 향해 혀처럼 뻗
은 바위를 트롤퉁가(트롤의 혀)를 느껴보세요!
➋ 아찔한 바위 위, 쉐락볼튼에서 인증샷
쉐락볼튼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아찔한 트레킹 명소’ 중 하나입니다. 해발 984m 절벽과 절벽 사이
에 아슬아슬하게 끼어있는 둥근 바위 때문입니다. 위태로워보이는 바위에 올라가 뤼세 피오르드를 내
려다보면 아름다운 절경과 스릴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쉐락볼튼 위에서 인증샷을 찍으며 짜릿
한 스릴을 경험해보세요!

WHAT'S INCLUDED
인천/레이캬비크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아
이슬란드 남부 트레킹 롯지에서 롯지를 연결하는 라
우가베구르 트레킹 핌보르두할스 패스 트레킹 차
량 서포트로 롯지 간 짐 운반 서비스 트레킹 일정 중
모든 식사
숙소에서 트레킹 코스까지 트렌스퍼
호텔 2박, 산장 6박 트레킹 전 일정 전문 마운틴 가이
드 동행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출발 날짜
2019

JUL

25

AUG

29

DAY 1 인천/레이캬비크 경유지를 거쳐 레이캬비크에
도착합니다. DAY 2 랜드만날라우가 차량을 타고 랜드

만날라우가로 이동하며, 헤클라Hekla 화산과 다른 화
산을 지나갑니다. 4-5시간 소요됩니다. DAY 3 알프타
바튼 수백 개의 온천지대와 진흙 웅덩이가 있는 도랑
으로 내려와 이야프야틀라이외쿨 빙하의 매력적인 경
치를 감상합니다. 4-5시간 소요됩니다. DAY 4 엠스
트러 화산 지대를 지나 농부들이 여름에 양을 방목했
리요우트Markarfljót 협곡을 지나 트레킹을 마무리하

Rosendal

Trolltunga

Oslo
Preikestolen
Stavanger

lysebotn
Kjeragbolten

캐년을 들러 보실 수도 있습니다. 2-5시간 소요됩니다.
DAY 7 핌보르두할스Fimmvörðuháls 핌보르두할스 패
스를 오릅니다. 약 6시간 소요됩니다. DAY 8 레이캬비
크 스코가Skogar 강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협곡과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길을 따라 내려오며 일정이 종
료됩니다. 레이캬비크로 귀환하여 자유 시간을 갖습니
다. DAY 9 경유지 레이캬비크에서 귀국편 항공기에 탑
승합니다. DAY 10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INFORMATION

5,800,000~

며 6-7시간 소요됩니다. DAY 5 소르스뫼르크 소르스

FROM

뫼르크Þórsmörk(숲의 신)의 푸르른 골짜기로 내려갈

₩

수록 초목은 더욱 무성해지고 자작나무 숲과 다채로운

예상 항공가 140만원, 순수 투어비 4,400,0000원

꽃밭이 펼쳐집니다. 약 7시간 소요됩니다. DAY 6 소르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2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Norway

Bergen

적인 주변 경관 감상, 스타크홀트스기야Stakkholtsgjá

던 엠스트러 지역에 도착합니다. 아름다운 마르카프

스뫼르크 계곡 발라흐누쿠르Valahnúkur에 올라 환상

WHAT WE CAN DO

WHAT WE 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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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대자연을 느낄 아이슬란드 남부 핌보르두할스
➋ 이야프야틀라이외쿠틀 빙하의 위용 감상하기
➌ 낭만적인 카페와 바를 즐길 수 있는 레이캬비크

ITINERARY

➊ 핌보르두할스 패스 트레킹
핌보르두할스 패스는 여름에만 트레킹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기간에는 낮은 고도도 눈으로 덮이기 때
문입니다. 초록빛이 만연한 대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도는 1000m 남짓으로 높지 않지만 봉우리마
다 독특한 모습을 뽐냅니다. 또한 트레킹 중에는 슈퍼지프 차량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피로를 느끼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슈퍼지프를 타고 일정 구간을 이동합니다.
➋ 레이캬비크 도시 여행
여름의 아이슬란드는 늦은 시간까지 빛이 사라지지 않아 저녁을 즐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투어 끝
레이캬비크에서 주어지는 반나절의 자유시간 동안 도시의 매력을 마음껏 발견해보세요. 선두적인 카
페와 바 문화로 유명한 레이캬비크에서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아 맥주 한잔을 즐기거나, 찬란한 조명
으로 밤을 밝히는 할그림스키르캬 교회를 방문해보세요. 밤이 늦도록 여름을 즐기기 위해 시내로 모여
드는 사람들이 여름 밤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줄 것입니다.

출발 날짜
2019
JUN
JUL
AUG

15
6
10

Iceland
Landmannalaugar

Reykjavík
Álftavatn
Emstrur
Thorsmork
Skó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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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북미

동유럽의 알프스,
하이 타트라
트레킹

9

캐네디안
로키
트레킹

10

days

days

High Tatra
Trekking

Canadian
Rockies Trekking

하이 타트라 High Tatras 트레킹은 산을 좋아하며 어느 계절에도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에게 적합한 일정입니다.

일찍이 트레커들에게 사랑과 받으며 북미 트레킹의 메카로 자리잡은 로키! 캐나다 로키의 관문인 밴프를 지나 세계 10대 호수인 루이스 호수와 모레인

봄과 가을에는 다채로운 환경, 나무 꼭대기의 눈과 산봉우리, 아침 안개와 그림 같은 샬레 등 환상적인 경치를

호수를 만나고 요호 국립공원과, 콜럼비아 아이스필드를 방문하는 총 10일간의 로키 트레킹에 도전해 보세요. 본 프로그램은 로키 3대 국립공원 밴프,

자랑합니다. 하이타트라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이외에도 아쿠아파크 포프라트Aquapark Poprad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재스퍼, 요호의 3색 매력을 모두 만나 볼 수 있는 핵심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IGHLIGHT
➊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산악지역 절경 감상
➋ 그림같이 펼쳐진 산 속의 포트라트 호수

WHAT'S INCLUDED
인천/포프라트 국제선 왕복항공권 및 텍스
일정
상 모든 숙소 포함(포프라트 숙박 시: 3성급 호텔 트레
킹 시: 다인실 공용 산장) 조식 7회, 석식 6회 현지
스텝 공항 픽업 샌딩 서비스
지도 및 일정정보 자료
제공 현지 산악 전문 가이드 동행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ITINERARY
DAY 1 인천/포프라트 코시체 공항 또는 크라쿠프 공항
에 도착하여 숙소로 이동합니다. 다음 트레킹에 대한
짧은 브리핑 후 휴식을 취합니다. DAY 2 젤렌 호수 하

INFORMATION

이 타트라의 서쪽에서 시작하여 멋진 봉우리들을 눈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DAY 3 잠코브스키 산장 젤렌 호
수에서 주변 경치를 조망하며 스칼네이트를 지나 잠보
스키 산장에 도착합니다. DAY 4 즈본니스카 차타 오늘
은 테리호 차타로 향합니다. 주변 경치를 즐기며 트레

FROM

₩

3,200,000~

예상 항공가 135만원, 순수 투어비 1,850,000원

라트스키 호수 가파른 봉우리들과 날카로운 암벽, 수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2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정같이 맑은 호수를 끼고 있는 하이타트라 주변 경치

출발 날짜

킹을 진행합니다. 이후, 프리큰세들로를 건너 오늘의
목적지인 즈본니스카 차타에 도착합니다. DAY 5 포프

를 즐기며 포프라트스키 호수에 도착합니다. DAY 6 리
스 차타 포드 리스로의 하이킹을 진행합니다. 이곳의

2019
JUN 15, 22, 29

WHAT'S INCLUDED
인천/캘거리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캘거리
공항 – 호텔 간 픽업/샌딩 서비스
로키 산맥 내 다
양한 코스 가이드 트레킹
일정상 방문하는 모든 국
립공원 입장료
조식 8회, 중식 7회, 석식 7회
호
텔 2박, 캠핑 6박 트레킹 일정 중 필요한 전용차량 이
동(13인승 포드 벤 이용) 트레킹 일정 중 영어 구사하
는 현지 전문 마운틴가이드 동행
1억원 CHUBB 여
행자 보험

JUL 13, 20, 27
AUG 3, 7, 10

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DAY 7 스틀스키 호수 인기가
좋아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스틀스키 호수를 방문해보

Rysy

DAY 1 인천/캘거리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캘거리에
도착해서 그룹 트랜스퍼 서비스로 호텔로 이동합니
다. DAY 2 루이스 호수 빙하에서 깎인 바위 가루가 호
루이스 호수를 방문합니다. DAY 3 밴프 국립공원 캐
나디안 로키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킹 코스로의 일정
이 시작됩니다. 밴프 국립공원에서 세 번째로 높은 템

Popradske
Pleso

Biela Voda

Strbske Pleso

Poprad

WHAT WE CAN DO

WHAT WE 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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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타트라의 상징, 샤모아
타트라 국립공원에는 희귀 고산 동물들도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샤모아 입니다. 타트라의 상징인 샤모아는 빙하기부터 다
른 동물과는 달리 고립되어 살아왔습니다.

High Tatras

재스퍼에서 11km 정도 떨어진 멀린 계곡으로 이동해

멀린 호수를 보고 볼드 힐즈로 향하는 트레킹을 시작
합니다. DAY 8 밴프 국립공원 밴프 국립공원으로 돌
아오는 길에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지나며 아름다운
광경을 눈에 담습니다. DAY 9 캘거리 캘거리 공항으
로 이동한 뒤 귀국편 국제선에 탑승합니다. DAY 10 인
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INFORMATION

로 오래된 요호 국립공원으로 이동하여 타카카우 폭
포를 감상한 후 아이스 라인 트레일을 따라 오릅니다.
DAY 5 재스퍼 국립공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
명한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인 컬럼비아 아이스필

Zamkovsky Hut

➊ 각각의 매력을 지닌 산장을 따라 이동하는 트레킹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호수, 웅장한 산맥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산장
까지 트레킹을 통해 방문하게 됩니다.

카벨 초원지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DAY 7 멀린계곡

다. DAY 4 요호 국립공원 캐나디안 로키에서 두번째

DAY 6 카벨 엔젤 빙하 아래 자리잡고 있는 카벨 호수

Zbojnicka
Chata Hut

를 지나 오르막길을 오르면, 멋진 풍광이 펼쳐져 있는

플산 옆으로 파라다이스 계곡을 따라 하산하게 됩니

드 파크웨이를 따라 재스퍼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Zelene Pleso

프라트 귀국준비를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DAY 9
인천 항공스케줄에 맞추어 인천에 도착합니다.

➊ 밴프, 재스퍼 국립공원에서의 힐링
➋ 캐나디안 로키의 보석 레이크 루이스 감상
➌ 로키의 낭만을 캠핑과 트레킹으로 속속들이 즐기기

ITINERARY

수 바닥에 가라 앉으면서 맑고 빛나는 청록색을 띄는

산마루는 종종 안개에 가려지는데, 이색적인 자연경관

고 트램을 이용하여 포프라트로 이동합니다. DAY 8 포

HIGHLIGHT

➊ 광활한 캐나다 로키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속에서 즐기는 캠핑
여행 중 머물게 될 재스퍼 국립 공원 캠핑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름다운 침엽수림과 고산 야생
화가 묘한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초원지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➋ 캐나다 로키의 핵심코스 완벽 트레킹(벤프, 제스퍼, 요호 NP)
캘거리에서 시작하여 재스퍼 국립공원까지의 웅장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빙하에서 깎인 바위
가루가 호수 바닥에 가라 앉으면서 맑고 빛나는 청록색을 띄게된 루이스 호수를 지나 열 개의 거대한
암봉(Ten Peaks)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모레인 호수를 만나 실 수 있습니다.

FROM

₩

4,290,000~

예상 항공가 130만원, 순수 투어비 3,690,000원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10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AUG

Lake Malign
Bald Hill
Iceﬁelds
Parkway

Lake
Louise
Yoho

2019
JUN
JUL

Jasper

30
28
11

Banﬀ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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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밀포드
트레킹

Kirgizstan
Tian shan Trekking

9

천산산맥
트레킹

9

days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키르기스스탄. 하지만 스위스와는 다른 중앙아시아만의 독특한 지형과 키르기스인의 생활풍습, 그리고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은 자연은 오히려 스위스보다 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지구 상의 마지막
청정지역이라 불리는 천산(텐산)입니다. 우리는 호수와 눈 덮인 산맥을 넘어 대초원을 만나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연과 가장 가깝게 맞닿은
트레킹 후 즐기는 자연 온천은 모든 여독을 말끔히 풀어줍니다. 가뿐해진 몸과 마음으로 시티투어를 즐기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알찬 일정의 여행입니다.

HIGHLIGHT
➊ 트레킹 후 알틴 아라샨에서 즐기는 온천
➋ 트레킹 일정과 더불어 즐기는 비슈케크 시티투어
➌ 이시쿨 호수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는 카라콜까
지의 차량 이동

WHAT'S INCLUDED
인천/비슈케크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픽업,
샌딩 서비스
호텔 2박, 게스트 하우스 2박, 캠핑 3박
일정상 명시된 교통편 조식 7회, 중식 4회, 석식 4
회 현지 트레킹 전문가이드 및 포터 서비스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ITINERARY
DAY 1 인천/비슈케크 인천에서 출발해 비슈케크에 도

착하여 휴식을 취합니다. DAY 2 카라콜 고대의 남겨진
유산 부라나 타워에 들린 뒤 환상적인 적산과 이삭쿨
호수가 있는 키라콜로 이동합니다. DAY 3 시로타 캠

간을 보내며 트레킹의 피로를 풉니다. DAY 7 비슈케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길이라 불리는 밀포드 트레킹은 인간의 발 길이 닿지 않은 태곳적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총 54km의 트레일 동안 다양한 식물이

시티 투어를 진행한 후 비슈케크로 이동합니다. DAY 8

서식하는 울창한 밀림지대와 수 십 개의 폭포, 그리고 초원을 지나며 자연이 만들어내는 절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최대한

비슈케크 알챠 오크 파크, 알라토 광장 등의 시티 투어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하루 입산객의 수를 50명으로 제한하므로 빠른 예약이 필수입니다. 특히 성수기인 12월에서 3월까지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를 진행한 뒤 알챠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공항으로 이

숲을 지나 시로타 캠핑장으로 향합니다. DAY 4 켈디

동합니다. DAY 9 인천 항공 스케줄에 맞춰 인천에 도

크 협곡 빙하의 녹은 물로 만들어진 알라쿨 호수를 지

착합니다.

나 알라쿨 패스를 넘어 켈디크 협곡의 텐트에서 휴식

INFORMATION

을 취합니다. DAY 5 알틴 아라샨 아라샨 트레킹을 진
다. DAY 6 카라콜 카라콜의 멋진 산악지대에서 자유시

New Zealand
Milford Trekking

러시아식 교회와 둔간 모스크를 방문하는 등 카라콜

프 카라콜 협곡의 각양각색의 산길과 암벽들, 전나무

행한 후 아라샨의 황금 온천에서 자유 시간을 보냅니

FROM

₩

2,280,000~

예상 항공가 90만원, 순수 투어비 1,380,000원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6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JUL

2019
6, 13,
20, 27

AUG

3, 10,
17, 24

HIGHLIGHT
➊ 원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아서 계곡, 멕케이 폭포
➋ 54km의 트레일과 밀포드 사운드 크루즈

WHAT'S INCLUDED
인천/칸스타운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오클
랜드/퀸스타운 체류 시 3성급 호텔, 트레킹 시 산장 내
다인실 일정 상 명시된 식사 (트레킹 중 조식:뷔페식,
중식:런치박스, 석식:코스요리)
공항 – 호텔 간 픽
업/샌딩 서비스
밀포드 사운드 크루즈 현지인 트레
킹 가이드
40리터 배낭과 레인코트 현지 무상 대여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ITINERARY
DAY 1 인천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DAY 2 퀸스타운
퀸스타운에 도착하여 숙소로 이동한 뒤 오후에 트레
킹 사전 브리핑이 있습니다. DAY 3 글레이드 하우스

용하여 퀸스타운으로 되돌아옵니다. DAY 8 오클랜드
오전 퀸스타운 자유 일정 후 오클랜드로 국내선 항공
이동합니다. DAY 9 인천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하여 인천행 항공에 탑승합니다.

이른 아침 차량에 탑승하여 테 아나우로 부두와 호수

INFORMATION

를 구경하고 짧은 하이킹으로 글레이드 하우스로 이
동합니다. DAY 4 폼폴로나 롯지 애매랄드 빛의 클린
턴 강을 건넌 후 클린턴 캐니언을 지나 폼폴로나 산장
에 도착합니다. DAY 5 퀸틴 롯지 클린턴 캐니언의 민
타로 호수로 계속해서 이어져 퀸틴 롯지에 도착합니

FROM

₩

(Giant Gate) 폭포를 지나서 샌드플라이 포인트에서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1명
GROUP LEADER 현지가이드동행

모든 트레킹은 종료됩니다. DAY 7 밀포드사운드 밀포

출발 날짜

다. DAY 6 마이터피크 롯지 아서(Arthur) 계곡을 따

라 맥케이 폭포, 벨 록(Bell Rock), 자이언트 게이트

2019
JAN

Bishkek

Cholpon-Ata
Karakol

Altyn
Ararshan

Ala Kul pass

Kyrgyzstan

WHAT WE CAN DO

WHAT WE 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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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고대 암각화 야외 박물관 방문
촐폰 아타에 있는 암각화 야외 박물관은 기원전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산양과 늑대, 말 등이 바위
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암각화를 한 번에 보는 경험은 매우 독특한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Kazakhstan

➊ 세계 10대 트레킹 코스, 밀포드 트렉
밀포드 트렉은 글레이드 하우스에서 시작합
니다. 밀포드 트레킹은 세계 10대 트레킹이라
고 불리는 만큼 깨끗한 자연환경과 독특한 식
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수 만년 전 형성
된 원시림 속에서 수많은 야생화와 절벽을 감
상할 수 있습니다.

4,600,000~

예상 항공가 150만원, 순수 투어비 3,100,000원

드 사운드 크루즈 일정이 진행되며 관광 후 차량을 이
➊ 천산산맥의 눈부신 전경
천산산맥이 걸쳐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 침블락 산군과 알라아르차 국립공원은 산
세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알라아르차
국립공원은 도심에서 가까워서 짧은 기간에 만년설과 만년 빙하를 만날 수 있고 특별한 등반 기술이
없이 등정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트레커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국립공원입니다.

days

23

FEB
MAP

10
17
Auckland

Milford
Sound

Salt
Flats
Queenstown

Glade Wharf
Te Anau

New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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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

Sarria to
Santiago
100km

까미노 데
산티아고

9

days

1000년 전부터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를 기리고자 사람들이 그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로 길을 나선 것을 시초로 산티아고 순례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례길은 종교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길을 나섰지만 지금은 다양한 이유를 지닌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산티아고의 순례자입니다. 순례길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Leon to Santiago
Cycling

까미노 데
산티아고
사이클

10

days

자전거로 순례길을 달리는 특별한 여행! 짧은 휴가 기간 동안 100km 구간만 걷는 순례길 여행이 아쉬우셨다면, 자전거로 순례길을 달리는 특별한 휴가에
도전해보세요. 걷기로는 5박 6일 동안 100km 구간만 경험할 수 있지만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서라면 같은 기간동안 300km 구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WHAT WE CAN DO

HIGHLIGHT
➊ 야고보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 순례길
➋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성당에서의 미사

WHAT'S INCLUDED
인천/마드리드(또는 바로셀로나)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마드리드(또는 바르셀로나)/산티아고 데 콤
포스텔라 구간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산티아고 공항
픽업 및 샌딩 서비스
일정 상 모든 숙소 포함
석
식 6회 짐 운반 서비스 필그림 패스포트, 도보 노
트, 지도 제공

ITINERARY
DAY 1 인천/마드리드(또는 바르셀로나) 인천공항에
서 출발하여 마드리드(또는 바르셀로나)에 도착합니
다. DAY 2 싸리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공항으로

이동 후, 싸리아 지역 호텔로 이동합니다. DAY 3 폴토
마린 오크나무 아래에 아기자기한 마을이 보이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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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배낭없이 걷는 순례자의 길
기본적으로 하루에 약 20km 안팎을 걸어야 하는 여정이지만 배낭 없이 편안
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숙소 간 짐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어드
벤처 트래블에서 드리는 지도를 보고 걷는다면 숙소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
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프랑스 길French Way구간을 걸으
며 순례길 여행의 의미와 나를 찾는 여행의 의미를 모두 찾아 떠나보세요.
➋ 평화로운 산티아고 시골길
대부분 평지를 걷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
습니다. 산티아고 길은 소박하고 정겨운 전형적인 시골 모습을 간직하고 있
습니다. 주변 풍경뿐 아니라 길 위에서 이야기를 담고 걷는 사람들 만나게
될 때 감동은 더 하게 될 것입니다.

INFORMATION

요한 시골 길을 6시간 가량 걷게 됩니다. DAY 4 팔라

스 데 레이 미노Minho 강을 지나 이어진 오르막을 걸
으며 만나는, 소, 염소, 닭, 개 등의 가축들은 약 6시간
동안 이어지는 산티아고 길을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DAY 5 아르수아 카사노바 마을과 레
보레이로 마을을 지나는 길을 편안한 내리막 길입니
다. DAY 6 아메날 지중해 분위기가 나는 리바디소 마
을을 지나, 소젖 치즈의 마을로 불리는 아르수아마을
에 도착합니다. DAY 7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
자들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기 전 강에

FROM

₩

3,100,000~

예상 항공가 110만원, 순수 투어비 2,000,0000원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1명
출발 날짜
2019
MAY

3

JUN
JUL

는 바르셀로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공항으로 이
동 후, 마드리드(또는 바르셀로나)로 이동하여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DAY 9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
니다.

France
Sarria

Barcelona

Spain
Melide

Amenal
Aruza

Spain

인천/마드리드(또는 바르셀로나) 국제선 왕복 항공
권 및 텍스
마드리드/아스투리아스 편도 항공권 및
텍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마드리드 편도 항공권
및 텍스 산티아고 공항 픽업 및 샌딩 서비스 일정
상 모든 숙소 포함
조식 7회, 석식 3회
자전거 렌
탈 (Pannier Pack 포함, 단 헬멧 제외) 짐 운반 서비
스 필그림 패스포트, 도보 노트, 지도 제공

ITINERARY

치한 거대한 성에서부터 Camino Last 200KM가 시작
됩니다. 까미노 순례길의 유명한 시작포인트 싸리아에
도착합니다. DAY 7 메리데 여러 번의 오르막과 내리막
을 거쳐 메리데 마을에 도착하여 갈리시아 전통 문어
요리를 즐겨보세요. DAY 8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
례자들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기 전 강에
서 몸을 씻었다고 하는 라바꼬야를 지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합니다.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구시가지의 건물과 그 안에서 순례자와 여행자
들이 뿜어내는 묘한 분위기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DAY 9 마드리드(또는 바르셀로나) 산티아고 데 콤포스
텔라 공항에서 마드리드(또는 바르셀로나)로 이동하여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DAY 10 인천 인천공항
에 도착합니다.

Sarria

FROM

3,600,000~

동 후, 픽업차량을 타고 2시간 거리의 호텔로 이동하여
투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자전거를 수령합니

예상 항공가 110만원, 순수 투어비 2,500,000원

다. DAY 3 아스토르가 사이클링을 시작하여 가장 아름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1명
출발 날짜

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아스토르가로 향합니다. DAY 4

폰페라다 몰리나세카Molinaseca 마을을 지나 12세
하여 스페인 전통요리 보티요botillo에 도전해 보세요.

Plasa
de Rei

INFORMATION

₩

기에 지어진 아름다운 성이 위치한 폰페라다에 도착

Portomarin

Santiago
de Compostela

WHAT'S INCLUDED

DAY 2 아스투리아스 공항 아스투리아스 공항으로 이

1
20

Portugal

분위기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DAY 8 마드리드(또

➊ 5박 6일간의 300km 순례길 사이클링
➋ 12세기에 지어진 아름다운 성이 있는 폰페라다

출발하여 마드리드(또는 바르셀로나)에 도착합니다.

Santiago
de Compostela

물과 그 안에서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뿜어내는 묘한

HIGHLIGHT

DAY 1 인천/마드리드(또는 바르셀로나) 인천공항에서

서 몸을 씻었다고 하는 라바꼬야를 지나며, 도착 후에
는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구시가지의 건

산티아고 길에서 가리비 이정표를 따라 달리다보면 마지막 종착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DAY 5 오 세브리오 작은 콤포스텔라라고 불리는 비야
프란카 델 비에르쏘를 지나 아름다운 중세마을 오 세
브리오에 도착합니다. DAY 6 싸리아 오 세브리오에 위

WHAT WE CAN DO
➊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까미노
자전거는 현지에서 얼마든지 렌트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알루미늄 27단 기어, 27.5인치 바퀴가 달린 산
악자전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출발 전 신체 조건이
나 상태에 대한 질의 사항을 미리 현지에 전달하여
개인에게 꼭 맞는 자전거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
다. 특히 이 자전거는 까미노에 최적화되어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고정대, 물병홀더, 자물쇠, 반사경,
Pannier Pack이 함께 제공되지만 헬멧은 위생 상
의 이유로 제외됩니다.
➋ 가리비 모양 이정표
산티아고 길에는 방향을 표시하는 가리비 모양 이
정표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시신이 배에 실려 스페
인에 도착하기까지 수 많은 가리비들이 그의 몸을
보호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산티아고 순
례길의 상징은 가리비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순례
자들이 나아가야 하는 안전한 길을 안내하고 있습
니다.
Santiago
Asturias
de Compostela
Portugal

France

Leon
Madrid

Spain

Spain

2019
MAY
JUN

3
1

Melide
Sarria

Santiago
de Compostela

O Cebreiro
Ponferrada

Astroga

L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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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

GR 20
코르시카
트레킹

9

하와이
파노라마 뷰
트레킹

7

days

days

GR20

Hawaii
Trekking

코르시카는 지중해에서 네번째로 큰 섬이자 나폴레옹의 고향으로도 유명합니다. 휴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트레킹을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낙원이라는 별칭을 가진 하와이. 와이키키를 포함한 아름다운 해변들, 웅장한 화산지형 등을 한번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여행객에게도 매력적인 섬입니다. 로맨틱하고 매력적인 트레킹 코스인 GR20 북부트레킹은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섬 코르시카를 종단하는 일정으로,

마우이에서 시작하여, 하와이 제도에서 네번째로 큰 섬이자 지질적으로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섬인 카우아이와 호놀룰루 국제공항이 위치한

트레킹 내내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수 있습니다.

곳이자 하와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아후 섬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서, 또는 우주의 달 표면과 같은 화산 길을 따라
걸으며 하와이를 몸소 느껴보세요!

HIGHLIGHT
➊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자 나폴레옹의 고향
으로 잘 알려진 코르시카 트레킹
➋ 론리플래닛 선정 <세계 10대 트레일>
➌ 울창한 숲, 황량한 암석지대, 만년설로 뒤덮인 봉우
리 등 다양한 풍광

WHAT'S INCLUDED
인천/마르세유, 니스/인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
스
마르세유/바스티아, 바스티아/니스 국내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호텔 3박, 캠핑 4박
조식 7회, 중
식 6회, 석식 7회
현지 스텝 공항 픽업 서비스
바
스티아/비짜보나 구간 전용 차량 이동
트레킹 일부
구간 짐 운반 서비스 제공
영어를 사용하는 숙련된
현지인 트레킹 가이드 1억원 CHUBB 여행자보험

ITINERARY
DAY 1 인천/비자보나 경유지를 거쳐 바스티아에 도착
합니다. 가이드와 트레킹에 대한 사전 미팅을갖고 준
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DAY 2 페트라 피아나 산장 오
늘은 다채로운 녹색의 급류와 쏟아지는 폭포가 있는
길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머무를 작은 산장에서 야영

내리막길로 내려가며 하우트아스코까지 갑니다. DAY
7 칼비 오늘은 암벽지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GR20

의 중심에서 벗어나 해안 마을 칼비로 내려옵니다.
DAY 8 바스티아 알챠코르시카에서 맞는 마지막 아침
입니다. 이후 항공 스케쥴에 맞춰 바스티아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DAY 9 인천 인천에 도착합니다.

을 합니다. DAY 3 만가누 산장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길을 따라갑니다. 전망이 좋은
이 길을 따라가며 놀라울 정도의 아름다움을 목격하세

INFORMATION
FROM

₩

견할 수 있는 여름 방목장을 지나갑니다. 멋진 경치와

예상 항공가 150만원, 순수 투어비 2,490,000원~

코르시카의 자연을 느껴보세요. DAY 5 베르게리 데 발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Basic
GROUP SIZE 최소 10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로네 오늘은 돌로 되어 있는 험한 길과 숲길을 가로 지
릅니다. 오늘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가르며 섬의 전경
을 보실 수 있습니다. DAY 6 하우테아스코 오늘은 보
카크루세타 산의 길로 트레킹을 계속 이어갑니다. 긴

➋ GR20의 또 다른 매력, 캠핑
GR20 코르시카 트레킹 일정 중, 캠핑 사이트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아름
답기로 소문난 코르시카 자연의 품에서 즐기는 캠핑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WHAT'S INCLUDED
인천/호놀룰루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마우
이/카우아이 국내선 편도 항공권 및 텍스
카우아이/
호놀룰루 국내선 편도 항공권 및 텍스 공항 픽업 샌딩
서비스
일정상 포함된 숙박 및 식사
한국어를 사
용하는 현지 전문 드라이버 및 가이드 가이드 및 스태
프 팁 투어 일정 내의 관광지 입장료 도시 내 이동
시 전용차량 제공 1억원 CHUBB 여행자보험

2019
6, 13, 20
27

AUG 3, 10,17
24

ITINERARY

INFORMATION

3,020,000~

DAY 1 인천/카우아이 경유지를 거쳐 카우아이에 도착

FROM

합니다. 오파에카아 폭포를 둘러봅니다. DAY 2 카우

₩

아이 카우아이에서 아와아와푸히 트레일과 캐논 트레

예상 항공가 130만원, 순수 투어비 1,720,000원

일을 진행합니다. DAY 3 마우이 카우아이에서 칼랄라
우 트레일을 진행하며 약 166m 높이의 칼랄라우 폭포

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주내선을 타고 마우이로 이
동합니다. DAY 4 호놀룰루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정상
에서 할레마우우 트레일을 진행합니다. 이색적이고,
달표면 같은 길을 따라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
다. DAY 5 호놀룰루 다이아몬드 헤드 트레일을 걷습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4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한국인가이드동행
출발 날짜
DEC

2018
23, 30

니다. 정상에 오르면 와이키키와 호놀룰루 전경을 즐
6 호눌룰루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DAY 7 인천 인천에
도착 합니다.

France

Calvi

Asco
Vallone

France

Vergio
Camputile
Petra Piana
Vizzavona

Marseille

Bastia

➊ 달 표면과 같은 할레아칼라 트레킹
할레아 칼라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으로 하와이의 부족장이 태양을 이곳에 붙잡아 맸다는 전설이 있는
신비로운 땅입니다. 할레아칼라의 거대한 분화구 속의 수십 개의 기생화산들로 인하여 달표과 정말 비
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NASA에서 달표면과 흡사하다고 판단하여 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➋ 웅장한 경치를 즐기며 걷는 태평양의 그랜드 캐니언, 와이메아 캐니언 트레킹
파노라마 뷰를 가지고 있는 태평양의 그랜드 캐니언, 와이메아 캐니언은 ‘아바타’의 배경이 되기도 했
던 대협곡입니다. 붉은 색을 띄는 웅장하고 사색적인 풍경의 아름다움에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JAN
MAY

2019
18, 25
3, 10

JUL
AUG

5, 19
2, 9

United States
of America

길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 자유일정을 즐깁니다. DAY

Kauai
Diamond Head

Bastia

WHAT WE CAN DO

WHAT WE CAN DO

➊ 유럽에서 가장 도전적인 트레킹
트레킹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한 번쯤 ‘랑도네Randonnee’라는 단어를 들어 봤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걷기 코스’를 일컫는 말로 유럽 여러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 십 개의 코스 중 가장 어려운
코스로 알려진 GR20은 다채롭고, 아름다운 경치로 인기가 많은 트레킹입니다.

➊ 하와이 제도를 대표하는 섬에서 즐기는 시티투어
➋ 아름다운 오션뷰를 자랑하는 나팔리코스트의 해안
선을 따라 즐기는 칼랄라우밸리 트레킹
➌ 와이키키 해변과 호놀룰루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 헤드 트레킹

출발 날짜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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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000~

요. DAY 4 가스텔 디 베르지오 오늘은 야생 동물을 발

HIGHLIGHT

Oahu
Kalalau
Valley

Maui

Waimea
Canyon
Haleak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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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아시아

북인도
라다크 트레킹 &
마크하 협곡

아말피 해안 +
베수비오 화산

9

12

days

days

Amalfi
Coast

Learning from
Ladakh

내셔널 지오그래픽 선정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50곳’ 중 낙원 부문 1위로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아말피 해안! 두 다리로 걸으며 아말피 해안의 절경을 눈에

‘고지의 땅’을 의미하는 라다크는 인도 트레킹을 위한 최고의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트레커들은 더 평화롭고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과 풍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담고, 현지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며 진짜 여행을 경험해보세요. 아말피 해안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히는 신들의 길Path of the Gods을 따라 걸으며

야생과 불모의 마크하 협곡은 라다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 하나입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계곡은 이 트레킹의 주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폼페이를 삼켜버린 베수비오 화산에도 직접 올라가봅니다.

계곡, 목초지 및 고원을 트레킹 한 후 다시 레로 돌아옵니다.

HIGHLIGHT
➊ 아말피 해안이 내려다보이는 몬테파이토 트레킹
➋ 나폴리의 진주, 카프리 섬 방문
➌ 폼페이 유적과 베수비오 화산 트레킹

WHAT'S INCLUDED
인천/나폴리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신의 길
몬테파이토Mount Faito
Walk of the Gods 하이킹
정상 트레킹 카프리섬 방문 아말피 - 카프리섬 /
카프리섬 - 소렌토 페리 이동 폼페이 가이드 투어 및
입장료
베수비오 화산 트레킹
전문 가이드와 함
께 베수비오 분화구 방문
화산토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와인 테이스팅 조식 8회, 중식 7회, 석식 8회
현지 농가에서 즐기는 이탈리안 가정식 점심식사 모
든 여행지와 목적지간의 교통수단 총 8박 전문 트

레킹 가이드 전일정 동행
원 CHUBB 여행자보험

한국인 인솔자 동행

1억

ITINERARY
DAY 1 인천 경유지를 거쳐 나폴리에 도착합니다. DAY

2 아제롤라 아말피 해안의 ‘신들의 길’을 따라 걸으며

니다. DAY 8 로마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DAY 9 인천
인천에 도착합니다.

INFORMATION
FROM

3,790,000 ~

포도밭과 레몬나무숲, 협곡과 계곡, 바다를 감상합니

₩

다. DAY 3 소렌토 아말피 해안에서 가장 높은 산인 몬

예상 항공가 130만원, 순수 투어비 2,490,000 원

테 파이토의 정상까지 트레킹 합니다. DAY 4 카프리

페이&베수비오 전용차량으로 폼페이로 이동해 유적을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8명 최대 12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둘러보고 베수비오 화산을 방문합니다. DAY 6 로마 오

출발 날짜

전 일찍 로마로 이동한 뒤 바티칸 시티를 한국인 가이

2019

섬 나폴리의 진주로 불리는 카프리섬에 방문한 뒤 오
후에 페리에 탑승하여 소렌토로 이동합니다. DAY 5 폼

HIGHLIGHT
➊ 북인도의 웅장한 산맥 트레킹
➋ 아름다운 마하크 협곡과 거대한 초원지, 그리고 고원

WHAT'S INCLUDED
인천/델리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델리/레 국
내선 왕복 항공권
공항픽업&샌딩 서비스
델리와
레에서의 3성급 호텔 숙박 조식9회, 중식 4회, 석식 4
회 관광을 위한 모든 육로 이동수단과 관광차량을 통
한 환승
트레킹 가이드 및 포터(짐은 개인당 8-10kg
까지만 허용)
관광지 입장료

INFORMATION

ITINERARY

3,630,000~

DAY 1 인천/델리 인천에서 출발하여 델리에 도착합니

FROM

DAY 3 레 1000년의 사원 알치에 방문합니다. DAY 4

예상 항공가 141만원, 순수 투어비 2,220,000원

다. DAY 2 레 비행기를 이용하여 레까지 이동합니다.
레 지역 레 주변에 있는 여러 불교 사원들을 방문합니
다. DAY 5 유루체 징셴 마을로 이동하여 유루체 트레
킹을 시작합니다. DAY 6 스키유 칸드라 라 패스로 트

레킹을 시작하여 스키유 마을로 향합니다. DAY 7 마

크하 마크하 협곡을 트레킹합니다. DAY 8 따충세 마
크하 협곡을 넘어 한카르 마을로 향합니다. DAY 9 니

말링 니말링의 목초지를 넘어 마카야의 작은 마을을

₩

체력지수 Hard
SERVICE LEVEL Standard
GROP SIZE 최소 8명 최대 12명
GROP LEADER 현지가이드동행
출발 날짜
2019
JUN 29, 6, 13
20, 27

AUG 3,10, 17
24, 31

트레킹 합니다. DAY 10 레 강가마루 라 패스의 정상을
등반하고 레로 향합니다. DAY 11 델리 비행기를 이용

JAN

Leh

하여 델리로 향합니다. DAY 12 인천 델리에서 인천으

26

로 이동합니다.

Leh
Zingchen

Naples

Italy
Vesuvio
Pompei

Sorrento

Monte
Faito

Path of the
Gods

Valle delle
Ferriere

Agerola

WHAT WE CAN DO

WHAT WE CAN DO

➊ 카프리 섬 방문, 페리를 타고 감상하는 아말피
해안의 풍경
카프리 섬의 선착장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로 나아
갑니다. 해안에서 바다를 보는 것과는 달리 바다
에서 해안을 보면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
니다. 바다에서 보면 카프리 섬의 알록달록한 건
물들과 아름다운 절경속에서 트레킹하고 있는 트
래커가 보입니다.
➋ 베수비오 화산 트레킹, 전문 가이드와 함께 분화구 걸어보기
1979년 화산폭발로 인해 두껍게 쌓인 재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옛 모습을 보존해온 폼페이에서 베수비
오 화산을 전문가이드와 함께 직접 올라가봅니다.

80 |

드와 함께 방문해봅니다. DAY 7 로마 자유일정을 보냅

➊ 라다크의 불교 사원 곰파
라다크의 높은 언덕에는 불교 사원 곰파가 있
습니다. 그들의 삶과 생활은 종교를 떼어 놓
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굽어진 고갯길과
고산 그리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잘 보존된
라다크의 문화를 만나보세요.
➋ 아름다운 마하크 협곡과 거대한 초원
인도 최북단 라다크의 풍경은 색다릅니다. 황
량하면서도 푸르름이 펼쳐져 있는 비현실적
인 라다크의 풍경을 만나보세요.

Pakistan
Shang Sumdo

Skiu

Kangmaru la pass
Markha
Thachungtse

India

Nimaling

Nepal

Delhi

Ca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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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kele
Erta Ale
Lalibela

Addis Ababa

Ethiopia
Ngorongoro
Safari

Serengeti
Safari

Kenya

Nairobi
Arusha

Tanzania

Zambia
Namibia

Windhoek

Living Stone
Victoria Falls
Chobe NP
Maun
Nata
Kalahari Desert
Okavango
Delta

Botswana
Namib Desert
Sossusvlei

South africa

O

Cape Town

d
, Overlan
d
l
r
o
w
e
th
Crossing

verland

세상의 모든 길을 달려보고 싶은 꿈, 육로로 대륙을 횡단하는 상상. 저 땅을
넘어가는 순간 달라지는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오버랜드
여행을 떠나세요. 국경 검문소를 지나 또 다른 세상으로 연결되는 기쁨은
당신에게 해냈다는 용기와 자신감, 새로운 곳을 향한 설레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07

ADVENTURE STAGE

OVERLAND
ADVENTURE
어드벤처 트래블,
오버랜드 프로그램의 매력
오버랜드란 글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란 뜻을 가진 단어로, 오버랜드
여행은 국경과 국경을 자동차나 비행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넘나들며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오버랜드 여행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능하지만 넓은
대륙이니만큼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01

02

03

육로 국경을 넘는 즐거움

효율적인 동선과 시간 활용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

육로로 국경을 건너 다른 나라로 진입하는 경험은 새로움을 선사한다. 이동

아프리카나 남미와 같이 넓은 대륙의 경우 한 번에 5~6개국을 천천히 이동

헬기 투어, 페러글라이딩, 사파리, 리버크루즈, 지프 투어, 트레킹 등 오버랜

이 긴 구간의 경우 비행기도 이용하지만 여행지간 거리가 멀지 않은 경우,

하며 여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하지만 모

드 프로그램에서는 여행중 다양한 액티비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한번 눈

그 때 그 때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 나라와 나라를 연결한다. 한

든 핵심 볼거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여행을 하려면 어드벤처 트래블의 오버

으로 보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닌, 그 때 그 때 이동하며 최대한 많은 즐길

가로운 육로 국경을 지나며 스탬프를 모으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랜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비행기와 버스, 프라이빗 밴 등을

거리들을 경험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용해 핵심 목적지와 목적지 사이의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해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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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케이프타운 to
아디스아바바

22

days

Mekele

Mekele

Erta Ale

Erta Ale
Lalibela

Addis Ababa

Lalibela

Ethiopia

Addis Ababa

Africa
Overland
Se

Kenya

Serengeti
Safari

Kenya

Nairobi
Arusha

Tanzania

Arusha
Tanzania

Zambia

Namibia

Windhoek

아프리카를 다녀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사막, 동물, 용암, 늪지대, 분화구, 작은마을, 소금사막, 바오밥 나무, 그리고 순수한

TOllPer

Nairobi

Ngorongoro
Safari

Serengeti
Safari

Ngorongoro
Safari

Victoria Falls

Living Stone
Victoria Falls
Chobe NP
Maun
Nata
Kalahari Desert
Okavango
Delta

Chobe NP
Okavango
Delta

Botswana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어드벤처 트래블은 대륙 곳곳에 위치한 여행지들을 방문하기 위해 효율적인 이동루트를 갖추었으며, 항공 이동으로

Namib Desert
Sossusvlei

모든 여행지와 목적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에서 시작하여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훅, 그리고 나미브

Maun

Botswana

South africa

사막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보츠와나, 짐바브웨를 여행합니다. 아프리카 여행의 하이라이트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응고롱고로

Nata

Kalahari Desert

Cape Town

국립공원에서 사륜구동 사파리 전용 차량을 타고 드넓은 초원을 달리며 야생동물들을 사진에 담아보세요. 사파리 일정 후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로 이동하여 아디스아바바, 에르타알레, 라리베라를 투어합니다. 아프리카의 보물 같은 여행지들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HIGHLIGHT
➊ 에티오피아 에르타 알레 화산 트레킹
➋ 칼라하리 사막 부시맨 마을 방문하기
➌ 보츠와나 오카방고 델타에서 모코로 타기
➍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게임 드라이브
➎ 케이프타운에서 만나는 테이블 마운틴과 희망봉

인천/케이프타운, 아디스아바바/인천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케이프타운/빈트훅 국제선 편도 항공권 및 텍스
빅토리아폭포/나이로비 편도항공권 및 텍스 킬리
만자로공항/아디스아바바 편도 항공권 및 텍스 아디
스아바바/메켈레 편도항공권 및 텍스 라리베라/아디
스아바바 편도항공권 및 텍스 나이로비/아루샤 차량
이동 서비스 케이프타운 공항 픽업 서비스 킬리만
자로 공항 픽업 샌딩 서비스 빈트훅/빅토리아팔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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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ERARY
DAY 1 인천 인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DAY 2 케이프
타운 경유지를 거쳐 케이프타운에 도착합니다. DAY
3 케이프타운 로벤 섬, 테이블 마운틴, 케이프 포인트,

희망봉 탐험 등의 투어가 가능합니다. DAY 4 빈트훅
케이프타운에서 빈트훅까지 항공 이동합니다. DAY

5 나미브사막 오버랜드 트럭을 타고 나미브 사막으로
이동합니다. DAY 6 빈트훅 차량을 타고 빈트훅에 도
착합니다. DAY 7 칼라하리 사막 사막을 방문해 부시맨

부족을 만나 생존기술을 배우고 부시맨의 전통 춤을
감상합니다. DAY 8 마운 오카방고 델타 지역의 가장
큰 마을인 마운에 도착합니다. DAY 9 오카방고 델타
사파리 사륜구동 차량으로 1-2시간 이동 후 모코로를
타고 델타 깊숙이 들어가 투어를 합니다. DAY 10 나타
일출을 감상한 후 모코로를 타고 마운으로 돌아가 나
타로 이동합니다. DAY 11 카사네 초베 강을 따라서 사
파리를 하며,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가장 많이 밀집
되어 있는 초베 국립공원을 탐방합니다. DAY 12 빅토
리아폭포 이른 아침 게임드라이브를 즐긴 후 빅토리
아 폭포를 방문합니다. DAY 13 나이로비 빅토리아 폭
포에서 오전 자유 시간을 보내고 옵션으로 각종 액티
비티를 선택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이후, 빅토리아 공

INFORMATION

항에서 나이로비로 이동합니다. DAY 14 아루샤 나이
로비에서 아루샤로 이동합니다. DAY 15 세렝게티 유

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인 세렝게티 국립공
원에서 게임 드라이브를 시작합니다. DAY 16 응고롱
고로 세계 최대크기의 원형 분화구인 응고롱고로 국

FROM

₩

립공원으로 이동하여 게임 드라이브를 합니다. DAY
17 아디스아바바 킬리만자로 공항으로 이동해 아디스

아바바 행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DAY 18 에르타알레
비행기를 타고 메켈레로 이동한 후 에르타 알레의 베
이스 장소인 도돔으로 차량 이동합니다. 야간 트레킹
후 에르타 알레 베스트캠프에 도착합니다. DAY 19 메
켈레 소금 호수와 온천을 방문한 뒤 메켈레로 돌아옵
니다. DAY 20 라리베라 메켈레에서 라리베라로 이동
한 뒤 바위 교회를 방문합니다. DAY 21 아디스아바바

아디스아바바로 항공 이동한 후 아디스아바바를 투어
합니다. DAY 22 인천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하여 인
천에 도착합니다.

9,290,000~

예상 항공가 170만원, 순수 투어비 7,590,000원

WHAT WE CAN DO

WHAT'S INCLUDED

버랜드 트럭
아디스아바바 공항 샌딩 서비스
세
렝게티 국립공원 입장료 및 게임 드라이브 비용 응고
롱고로 국립공원 입장료 및 게임 드라이브 비용 칼라
하리사막 게임 워크 비용 칼라하리 사막 부시맨 마을
방문 및 전통 댄스 체험
오카방고 델타 모코로(오카
방고 전통 카누) 체험
에르타알레 용암지대 캠핑
라리베라 바위 교회 입장료 초베 국립공원 입장료 및
게임 드라이브, 크루즈 사파리 비용
조식 18회, 중식
12회, 석식 10회 호텔 9박, 롯지 7박, 캠프 3박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8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동행
출발 날짜
JAN

2019
7, 21

➊ 빅토리아 폭포, 악마의 수영장 가보기
빅포리아 폭포는 짐바브웨와 잠비아의 경계에 걸쳐 있는 폭 1,700m의 폭포입니다. 미국, 캐나다의 나
이아가라 폭포,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유명합니다. 유네스코가 지
정한 세계유산으로, 멀리서 보면 평지 위로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이 떨어져 내
리는 소리가 굉장히 커서 잠비아인들에게 ‘모시아투냐’, 즉 ‘천둥 치는 연기’라고 불립니다. 잠비아 쪽에
는 폭포와 매우 근접해 ‘악마의 수영장’이라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 아찔하지만
스릴 넘치는 경험을 해보세요.
➋ 나미비아 붉은 사막, 소서스블레이
나미브 사막 남부에 위치한 소서스블레이는 붉은 모래를 자랑하며 오래된 모래일수록 붉은 빛을 띱니
다. 또한 소서스블레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래 언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언덕은 325m이며,
Big Daddy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미브 사막에서는 다양한 곤충, 파충류, 포유류와 설치류
등을 만날 수 있으며 황량한 사막의 죽은 아카시아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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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남미
베스트

20

days

Inka tour.
Machu Picchu

INFORMATION
FROM

₩

7,490,000 ~

예상 항공가 180만원, 순수 투어비 5,690,000원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12명 최대 18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동행

South America
TOPr
Selle

Peru

Day 1

DEC

26
2019
JAN 05, 11, 20

APR
JUL
AUG
SEP

6
31
5
7

Saqsaywaman

Machu Picchu

Cuzco

Puno

Bolivia

La paz

Uyuni

Salt
Flats

DEC

Brazil

Inka trail.

Lima

출발 날짜
2018

Day 3

Ollantaytambo
Salineras de
Maras
Tambomachay
Day 2
Moray
Puca Pucara

Salta

28
Chile

Machu
Picchu

Winay Wayna
Camp

Inca Trail
checkpoint KM 82

Puyupatamarca
Sayaqmarka
Runkuracay
Wayllabamba
Camp
Camp
Dead Woman's
Paraguay
Pass

Iguass
Falls

Argentina

Buenos
Aires

Uruguay

진정한 남반구,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대륙을 모두 돌아봅니다. 페루의 마추픽추, 티티카카 호수,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사막과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폭포 등 남미를 방문한다면 꼭 봐야 하는 필수 코스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남미 대륙 곳곳에 산재한 여행지들을 방문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제안하며, 편리한 시설의 버스와 대륙내의 항공이동으로 여행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HIGHLIGHT
➊ 티티카카 호수의 우로스 섬에서 현지인들과의 만남
➋ 세계 3대 폭포, 이과수 폭포 방문
➌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달리는 우유니 소금사막

WHAT'S INCLUDED

ITINERARY
DAY 1 인천 인천을 출발합니다. DAY 2 쿠스코 쿠스
코에 도착하여 구시가지를 천천히 둘러보며 고산
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DAY 3 성스러운 계곡
(Sacred Valley) 현지 가이드와 함께 잉카제국의 번영

하실 수 있습니다. DAY 10 라파즈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 볼리비아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 라파즈에서 자유시간을 보냅니다. DAY
11~12 우유니 우유니로 항공 이동하여 4륜구동차를 이
용해 1박 2일 사막투어를 진행합니다. DAY 13 산타크

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스러운 계곡을 방문합니다.

루즈 우유니 사막의 일출을 즐긴 후 항공을 이용해 산

오얀따이땀보, 모라이, 살리네라스 염전 등을 보실 수

타크루즈로 이동합니다. DAY 14 부에노스아이레스 남

있습니다. DAY 4~7 쿠스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잉카

미의 대표 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자유일정입니

트레일, 잉카투어, 라레스트렉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다. DAY 15~16 이과수 이과수 폭포 여행을 시작합니

일정을 진행합니다. 7일째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마

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측에서 모두 방문하여 장

추픽추를 방문합니다. DAY 8 푸노 론리플래닛이 선정

엄한 폭포를 관찰 하실 수 있습니다. DAY 17 부에노스

한 아름다운 길을 따라 푸노로 이동합니다. 알티플라

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 여행의 마지막

노의 스펙터클한 풍경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DAY

일정을 즐깁니다. 저녁식사와 함께 탱고쇼 옵션투어

9 티티카카 호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

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DAY 18 부에노스아이레스

수인 티티카카 호수에서 우로스 섬, 타킬레 섬을 방문

늦은 밤 비행이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출발합니다.

합니다. 현지인들과 만나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구경

DAY 19 ~ 20 인천 인천에 도착합니다.

WHAT WE CAN DO

인천/쿠스코, 부에노스 아이레스/인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호텔 16박(잉카트레일 선택시 호텔
13박, 캠핑 3박) 조식 16회, 중식 7회, 석식 3회 마
추픽추 투어, 티티카카 호수 보트 투어, 우유니 소금사
막 4X4 투어, 이과수 폭포 투어(아르헨티나, 브라질)
‘쿠스코-푸노’ 버스 투어
라파즈-우유니 구간 항공
권
부에노스 아이레스-푸에르토 이과수 구간 항공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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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as
Calientes

➊ 잉카트레일, 라레스트렉으로 보다 깊이있게 즐기는 쿠스코 일정
고대 잉카인들의 도시, 쿠스코를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일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잉카인들이 건설
한 길을 따라 걷는 잉카트레일, 페루 인디안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라레스트렉, 잉카인들의 다양
한 유적을 살펴보는 잉카투어까지, 천편일률적인 여행이 아닌 나만의 여행을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➋ 남미의 하이라이트 우유니 소금사막 선라이즈, 선셋 투어
해발고도 3,653m의 고지대에 위치한 우유니 소금사막. 1만 2000㎢가 넘는 우유니 사막을 사륜구동 차
량을 타고 질주합니다. 특히 해 뜨기 전 이른 새벽과 일몰 무렵 즐기는 우유니 선라이즈, 선셋투어는 큰
감동과 환희를 선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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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하바나
to 산 호세

22

days

Chetumal

Mexico

Havana

Belize

Belize city
Flores
/Tikal

Cuba

Caye Calker
San Ignacio

Guatemala

Cienfuegos
Trinidad

Rio Dulce

Mexico

Havana

Mexico City

Central America

Poás Volcano

Costa Rica
San Jose

벨리즈에선 카리브해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겨보세요. 과테말라의 찬란한 마야 문명 유적지와 코스타리카의 원시림 정글까지 이번 여행을 통해 중미의
아름다운 자연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즐겨보세요.

WHAT'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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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Jose

INFORMATION
FROM

₩

4,990,000 ~

예상 항공가 210만원, 순수 투어비 2,890,000원

ITINERARY
DAY 1 인천/하바나 하바나에 도착하여 자유시간을 보

냅니다. DAY 2 하바나 현대와 구시대가 공존하는 수

도 하바나 워킹투어를 진행합니다. DAY 3~4 산타클
라라/트리니다드 체게바라의 유해가 묻힌 산타클라
라를 둘러보고 트리니다드에 도착합니다. 살사레슨에
참여하거나 하이킹, 수상 액티비티를 즐깁니다. DAY

5 하바나 하바나에서 자유 일정을 즐깁니다. DAY 6~7
칸쿤/플라야 델 카르멘 쿠바의 일정을 종료하고 칸쿤
을 거쳐 플라야 델 카르멘으로 이동합니다. 세노테에
서 수영을 하거나 코즈멜 섬에서 다이빙을 즐깁니다.
DAY 8~9 키 코커 벨리즈의 키 코커 섬으로 이동해 카
리브해의 에메랄드 빛 바다를 즐깁니다. 아름다운 바
다에서 스노쿨링을 즐기거나 홀찬 해양 보호구역을
방문하며 개인시간을 즐깁니다. DAY 10 벨리즈 시티/

산 이그나시오 페리를 탑승하여 산 이그나시오로 이
동하여 근처 동굴을 방문하거나 마야 문명지를 찾아
봅니다. DAY 11 플로레스 국경을 넘어 과테말라의 플

로레스로 이동합니다. DAY 12 티칼 마야 문명의 가
장 큰 유적지인 티칼을 방문해 가이드 투어를 합니다.
DAY 13 리오 둘세 리오 둘세로 이동하여 리빙스턴 보
트 투어를 진행합니다. DAY 14~15 안티구아 안티구아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12명 최대 18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동행
출발 날짜
JAN
MAR
APR

시티투어를 진행합니다. DAY 16 산 호세 과테말라 시
티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산 호세로 이동합니다. DAY

17~18 몬테베르데 몬테베르데로 이동하여 코스타리
카 정글의 진수를 맛봅니다. 운무림 생태구역에서 다
양한 야생동물을 만나봅니다. DAY 19 산 호세 산 호
세로 이동하여 팀원들과 마지막 저녁식사를 즐깁니다
합니다. DAY 20 산 호세 모든 일정을 종료하고 인천
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DAY 21~22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WHAT WE CAN DO

인천/하바나, 산 호세/인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
스
하바나-칸쿤 구간 항공권
과테말라 시티-산
호세 구간 항공권
조식 6회, 석식 2회
도시 내 이
동시 이동수단 제공
쿠바 하바나 워킹투어, 과테말
라 마야유적 티칼 가이드 투어, 리오 둘세에서 리빙스
턴 보트 투어, 몬테베르데 운무림 보존지구 생태 트레킹
산타 엘레나 보호 구역 투어
벨리즈 키코커 섬까
지의 페리 현지 전문 가이드 동행

Monteverde

Antigua

하바나에서 현지인들과 살사댄스를 즐기고 해변에서 모히토 한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플라야 델 카르멘에서는 천연 수영장 세노테를 방문하고

➊ 쿠바에서 흥겨운 리듬의 살사댄스와 칵테일
➋ 벨리즈 키코커 섬에서의 환상의 액티비티
➌ 정글 속의 마야 유적 티칼을 찾아 대탐험
➍ 동화 속에나 있을 법한 작은 어촌 마을 리빙스턴
보트투어

Cuba

Caye Calker

이 여행은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보물 중앙 아메리카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행은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나라 쿠바 하바나에서 시작됩니다.

HIGHLIGHT

Playa del
Carmen

2019
4, 7
1
26

JUL
AUG
SEP
DEC

26
2, 5
11
27

2020
JAN

3

➊ 몬테베르데 운무림 보존지구 생태 트레킹
영화 쥬라기 공원의 촬영지 몬테베르데 운무림 보존지구에
서 야생 탐사를 즐깁니다. 과테말라 국조 케찰, 나무늘보, 짖
는 원숭이 등 코스타리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동물을
발견해보시기 바랍니다.
➋ 벨리즈 키 코커에서 즐기는 스노클링
그레이트 블루홀로 이름난 벨리즈를 찾아 카리브 해의 에메
랄드 빛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깁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함
께 바다의 수중생물을 찾아 탐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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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ITINERARY
DAY 1 인천/청두 티벳 허가증 수령을 위해 경유지에

산악 마을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DAY 14 강토크 화려

서 1박을 합니다. DAY 2 라싸 라싸에 도착하여, 드레

히말라야
4개국
어드벤처

18

한 색으로 칠해진 집들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캉토

풍사와 세라사원을 방문해 봅니다. DAY 3 라싸 수직

크 시내는 인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더럽고 어지러운

의 베르사유라고 불리는 포탈라 궁과 티벳인들의 정

풍경이 아닌 스위스의 마을에 온 듯한 착각이 드는 정

신적인 중심지인 조캉사원에 방문해 봅니다. DAY 4

겨운 도시입니다. DAY 15 다르질링 세계적인 차 재배

시가체 라싸를 떠나 3대 성호인 얌드록 초와 108개의

지로 유명한 고산도시 다르질링에서 자유 시간을 보

법당과 100,000개의 부처상이 있는 쿰붐사원을 거처

내보세요. DAY 16 다르즐링 다르질링 근교에는 세계

시가체로 이동합니다. DAY 5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days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토이 트레인이 있습니다. 버스

판첸 라마의 집인 타쉬룬포를 방문 뒤, 티솔라 고개와

보다도 느리고 화장실마저 없는 불편한 기차이지만,

가트솔라 고개를 지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 도착

칙칙 폭폭 증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기차를 경험해 보

합니다. DAY 6 지룽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 일출

세요. DAY 17 박도그라 귀국준비를 위해 박도그라 공
항으로 이동합니다. DAY 18 인천 인천에 도착합니다.

을 즐긴 뒤, 티벳과 네팔의 국경지대인 지룽으로 이동
합니다. DAY 7 카트만두 지룽을 떠나 국경을 넘어 네

INFORMATION

팔 카트만두로 향합니다. DAY 8 카트만두 세계문화

유산인 더르바르 광장, 파슈파티나트 사원, 스와얌부

FROM

₩

나트 사원을 방문하는 등 카트만두에서의 시티투어를
즐겨봅니다. DAY 9 팀푸 파로에 도착하여, 팀푸로 이

예상 항공가 132만원, 순수 투어비 3,970,000원

동 합니다. 팀푸 민속박물관과 파란 돌로 만들어진 성

도였던 푸나카로 이동하여 여행을 합니다. DAY 11 파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6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동행

로 푸나카에서 파로로 이동을 합니다. 가벼운 트레킹

출발 날짜

이라는 뜻의 타쉬쵸를 돌아봅니다. DAY 10 푸나카 자
유 시간을 보낸 후, 오후에는 17세기 부탄의 겨울 수

을 통해 부탄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자 파드마 삼바바
의 전설이 깃든 탁상곰파를 다녀옵니다. DAY 12 박도

JAN
MAY
APR
MAY

그라 박도그라에 도착하여, 시내를 구경하거나 휴식
을 취하면서 인도의 히말라야를 여행할 채비를 해 보
세요. DAY 13 강토크 강토크에서 자유 시간을 보내며

WHAT WE CAN DO

Himalaya
Kingdom

5,290,000~

2019
2, 9
6
3
1

JUN
JUL
AUG
SEP
OCT

➊ 네팔 3대 고도,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
카트만두에서 제일 먼저 방문해 볼만한 명소로, 중세에 건립된 카트만두의 주요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광장입니다. 크고 작은 사원들 사이로 골동품이나 민속 공예품 등을 파는 노점이 줄지어 있는데, 물건
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르바르 광장은 옛 왕궁 외에도 ‘살아
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쿠마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➋ 파로밸리 탁상곰파 트레킹
부탄의 청정지역인 파로계곡을 따라 탁상곰파 트레킹을 합니다. 발을 딛는 모든 지역이 그야말로 순수
자연그대로의 청정 지역입니다. 친절한 가이드와 함께 부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가벼운 트레
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히말라야의 찬란한 유산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는 아시아 대륙

China

중앙부를 약 2,500km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자연을 따라 티벳에서 네팔, 부탄 그리고 인도의
Gyirong

보세요.

➊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➋ 배낭여행객의 천국 네팔 카트만두의 타멜 거리
➌ 수백 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왕궁
➍ 티벳에서 네팔로 육로 국경 넘기

Everest National
Nature Reserve

Nepal

WHAT'S INCLUDED
인천/라싸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픽업 및 샌
딩 서비스 전용차량 및 드라이버 티벳 여행 허가
서 부탄 비자 발급비용 가이드 투어 일정 내의 관
광지 입장료 포함
조식 16회, 중식 2회, 석식 4회
게스트하우스 2박, 3성급 호텔 14박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Lhasa

Shigatse

시킴까지 이동합니다. 이 태초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언어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담아

HIGHLIGHT

5
3
14
11
2

Paro

Kathmandu

Bhutan

Bagdogra

India
Gangtok

Punakha

India
Darjiling

Thimphu

Paro

Bangladesh
Bhutan

Bagdo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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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ail

칙칙폭폭 세상을 가로지르는 기차를 타고 지구 곳곳을 누빕니다.
어두워질 무렵 기차에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또다른 세상을
만나는 즐거움, 그것이 기차여행만의 매력입니다.
베트남과 티벳, 인도, 스리랑카의 기차를 타고 달려보세요.

아시아

베트남
종단 기차여행

8

days

Vietnam
Railway
천 년의 매력이 있는 수도 하노이, 시간이 멈춘 고대 도시 호이안, 동양의 파리

TOllPer
Se

호찌민까지, 베트남의 핵심 도시들을 기차로 이동하며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이 여행은 가로로는 좁지만, 세로로는 긴 나라 베트남을 종단하며 베트남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은 2,000여 년의 역사와 현대의 모던함을 두루 갖춘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3,000여 개의 섬이 옹기종기 모여 빼어난 자연경관을
뽐내는 하롱베이에서 1박 2일 동안 선상 유람을 하며 풍경 속으로 빠져듭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정취를 느끼게 하는 호이안을 거쳐 오토바이로 가득 찬 동양의 파리 호찌민에서 마무리됩니다.

ITINERARY

INFORMATION
FROM

진행합니다. DAY 2 하롱베이 전용차량으로 하롱베이

₩

로 이동한 뒤 에메랄드빛 바다 위의 크루즈에서 1박을

예상 항공가 80만원, 순수 투어비 920,000원

합니다. 잔잔한 바다 위의 부드럽게 움직이는 배 위에
서 잊지 못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DAY 3 하노이 하롱

➍ 시끌벅적한 동양의 파리 호찌민 시티 투어
➎ 보트를 타고 메콩강에서 즐기는 메콩델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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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노이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다낭/호
치민 국내선 편도 항공권 및 텍스 공항 픽업 샌딩 서
비스
호텔 4박, 크루즈 1박, 야간 열차 1박
조식
4, 브런치 1, 중식 3, 석식 1 회
하롱베이 1박 2일 투
어 후에, 호이안 반나절 시내 투어 호치민 반나절
시내 투어
호치민 메콩 델타 투어
투어 일정 내
의 관광지 입장료 하노이→후에 야간열차 티켓 (Soft
sleeper 4인실) 도시내 이동시 전용차량 제공

서 시티투어를 하고 하이반 고개를 넘어 호이안으로
이동합니다. DAY 5 호이안 조식 후 가이드와 미팅하
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호이안
시티투어를 즐깁니다. DAY 6 호찌민 호찌민으로 공항
이동 후 간단한 다운타운 투어와 벤탄 시장에서의 자
유시간을 즐긴 후 호텔로 이동합니다. DAY 7 메콩델타
메콩델타 투어의 시작 도시인 미토를 시작으로 보트
를 타고 작은 농촌 마을 사이를 유람한 뒤 자유시간을
보냅니다. 타이승 섬에서 계절 과일과 벌꿀차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DAY 8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WHAT WE CAN DO

➊ 세계 7대 자연경관 하롱베이 1박 2일 크루즈
➋ 베트남 종단 열차 침대칸에서 보내는 하룻밤
➌ 2 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도시, 호이안

WHAT'S INCLUDED

출발 날짜
2019
JAN 5, 12, 19
MAY
4, 11

JUL
AUG

6, 13
20, 27
03

➊ 세계 7대 자연경관 하롱베이 1박 2일 크루즈
에메랄드빛의 잔잔한 바다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사이에서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휴식을 즐기세요.
다양한 해산물 요리와 여유로운 휴식 그리고 액티비티까지 환상의 모험이 펼쳐집니다.
➋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하노이
하노이에 있는 극장과 볼링장, 가라오케 바, 댄스클럽, 각종 쇼핑센터는 여행객들에게 베트남만의 색
깔을 보여줍니다. 빠른 경제성장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곳곳에 쇼핑센터가 들어서고 풍부한 전통 먹거
리들이 하노이 길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 과거 프랑스 지배의 영향으로 프랑스풍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아시아의 ‘파리’라고 불립니다.
➌ 2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도시, 호이안
‘바다의 실크로드’라고 불렸던 중요한 국제 무역 항구도시, 호이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이 드나
들어 동서양이 복합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 다리, 중화회관 등 외국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
들은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고 호이안 곳곳의 골목에서 사진을 남겨보세요.

China

Vietnam

Ha Noi

Halong
Bay

Laos
Hainan
Hue

베이 크루즈 투어를 마친 뒤 하노이로 귀환하여 야간
열차를 타고 후에로 이동합니다. DAY 4 후에 후에에

HIGHLIGHT

1,720,000~

DAY 1 인천/하노이 하노이에 도착하여 전일 자유일정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6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Da Nang
Hoi An

Thailand

Cambodia

Ho Chi Minh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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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도네시아
자바-발리
어드벤처

9

days

HIGHLIGHT

WHAT'S INCLUDED

➊ 국내 최초의 자바섬과 발리섬을 잇는 여정
자바의 문화와 발리의 자연 및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자바섬, 발리섬 연결 여정입니다. 자바섬에서 발리섬으로 이동할 때는
페리를 타고 이동합니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휴식이 복합된 아시아 최
고의 프로그램임 입니다.

WHAT WE CAN DO

➊ 세계 7대 불가사의 보로부두르 사원 방문
➋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쁘람바난 힌두사원
➌ 전 세계 예술가들을 매료시킨 예술 중심지 우붓
➍ 브로모 화산 일출 감상

➋ 인도네시아 최고의 활화산, 브로모 화산에서의 일출 감상
브로모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곳으로 여행객들
로 하여금 여행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지인들도 사
랑하는 브로모 절경을 감상하세요.

인천/족자카르타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공
항 픽업 및 샌딩 서비스 가이드 일정 내의 Private 전
용 차량 이동 및 드라이버
족자카르타/케리디 구간
열차티켓 자바/발리 구간 페리 이동 호텔 6박, 브
로모 화산 롯지 1박
전 일정 조식 제공
웰컴 및
페어웰 디너 제공 멘장안 섬에서의 점심 도시락
보로부두르 사원, 쁘람바난 사원, 브로모 화산, 멘장안
섬 해상국립공원, 울룬다누 사원 입장료 포함
브로
모 화산 4 Wheel Drive 투어
멘장안 섬 해상국립공
원 내 스노클링 투어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Java-Bali
Railway

숨 막히는 아름다움, ‘적도에 걸린 에메랄드 목걸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석

ITINERARY
DAY 1 인천/족자카르타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족자카
르타에 도착한 뒤 호텔로 이동하여 웰컴 저녁 식사를
즐깁니다. DAY 2 보로부두르 전용차량을 이동해 세계
최대의 불교사원으로 꼽히는 보로부두르 사원으로 이
동합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보로부두르 사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쁘람바단 힌두 사원을 방문합
니다. DAY 3 케리디 인도네시아 인력거인 베깍을 타
고 족자카르타 시티를 돌아본 후 케리디까지 기차 이

인도네시아 일주 프로그램 입니다. 살아 있는 야외 박물관 족자카르타를 출발하여

동합니다. DAY 4 트로울란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세계 7대 불가사의 동남아 최고의 유적으로 꼽히는 보로부두르 사원과 자바 건축의

빛나는 마자빠힛 왕국의 중심지인 트로울란을 방문하

정수로 꼽히는 쁘람바난 사원을 둘러봅니다. 세계에서 화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한
곳인 인도네시아. 그중 첫째로 손꼽히는 절경으로 알려진 브로모 화산에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는 것은 평생 잊기 힘든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후 페리를 타고
발리로 이동하여, 인도네시아 최고의 바다라 할 수 있는 멘장안 섬 스노클링 투어 및
인도네시아 지폐에도 등장하는 브라딴 호수의 울룬다누 사원을 돌아보고, 우붓에서의

➌ 발리의 숨겨진 보석 멘장안 해변
‘눈이 맑은 사슴이 산다’ 하여 이름 붙여진 작은 섬 멘장안. 발리 북서쪽
으로 5마일 가량 떨어진 섬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어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고 전용차량을 타고 브로모 화산 근처의 숙소로 이동
브로모 화산에 도착하여 평생 잊을 수 없는 브로모 화
산의 일출을 감상합니다. 투어가 끝나면 페리를 타고
발리로 향합니다. DAY 6 멘장안 섬 여행자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아 화려한 수중 생물과 깨끗한 물색을

한가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휴식이 복합된 아시아 최고의

지닌 멘장안 섬에서 스노클링을 한 뒤 로바다에서 자

프로그램임입니다.

유시간을 즐깁니다. DAY 7 우붓 조식 후 로비나를 떠
나 문둑과 브두굴을 돌아본 뒤 우붓에 도착하여 자유
시간을 갖습니다. DAY 8 따나롯 경치가 아름다워 여

FROM

₩

덴파사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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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00~

Bedugul
Munduk
Ubud
Tanah Lot

예상 항공가 89만원, 순수 투어비 1,100,000 원

Sumatra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최소 10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Jakarta

출발 날짜

행자들에게 인기가 만은 따나롯 사원과 울루와뚜 사
원을 방문해보고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DAY 9 인천

Menjangan

INFORMATION

합니다. DAY 5 브로모 화산 새벽 3시경 지프차를 타고

DEC

2018
15, 22

JAN
MAY

2019
5, 12
4, 11

JUL
AUG

20, 27
3, 10

Kuta

Java
Yogyakarta

Jombang
M.bromo

B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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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티벳
칭짱열차

8

days

Tibet
Rail
하늘 위를 달리는 세계 최장의 고원 열차를 타고 티베트 여행을 떠나보세요. 총 길이 1142km, 평균 해발고도 4,500m이며, 가장 높은 지점은 5,072m에

Sera

Mongolia
Monastery

이르는 열차를 타고 꼬박 48시간을 달려 도착한 티베트 정치ㆍ문화ㆍ경제 중심지인 라싸는 이국적인 풍경과 다양한 볼거리들로 가득합니다. 해발 3,650m의
Potala
Palace

고지대에 위치한 이 매혹적인 도시는 1300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도(古都)로 장엄하게 도시 중심에 우뚝 서있는 포탈라 궁, 수많은 불교 사원들을
구경하고 라싸의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바코르 거리를 구석구석 탐험해 보세요.

Jokhang
Temple

HIGHLIGHT

WHAT'S INCLUDED
인천/청두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칭짱열차
편도 티켓 조식 4회 호텔 4박, 칭짱열차 2박 가
이드 투어 일정 내의 관광지 입장료 포함
영어를 사
용하는 현지 전문 가이드 티벳 내 투어전용차량 이동
티베트 여행 허가서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DAY 1 인천 인천공항을 출발, 경유지에 도착하여 1박

을 합니다. DAY 2 칭짱열차 기차역으로 이동해 세계에
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중국의 칭짱철도를 약 48시
간 동안 중국 대륙을 가로지릅니다. DAY 3 칭짱열차

FROM

₩

2,010,000~

예상 항공가 60만원, 순수 투어비 1,410,000원

팅 후 숙소로 이동합니다. DAY 5 라싸 티벳의 상징 포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8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탈라궁과 조캉사원을 방문하고 바코르 거리를 걸어봅

출발 날짜

고원 열차를 타고 창밖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경관은
감상합니다. DAY 4 라싸 라싸에 도착 후 가이드와 미

니다. DAY 6 라싸 라싸에 큰 사원 중 하나인, 드레풍사
에 방문합니다. 이 후 라마승들이 격렬한 토론을 벌이
는 세라사원에 방문합니다. DAY 7 얌드록 초 4대 성호
인 얌드록 초에 방문하고 카로라 빙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뷰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이 후 다시 라싸로 이동
합니다. DAY 8 인천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인천
으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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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DEC

2018
16, 23

JAN
APR

2019
6, 13
7

China

Lhasa
Bhutan

India

Bangladesh

Myanmar

JUL
AUG

20, 27
3, 10

Vietnam
Laos

Guangzhou

WHAT WE CAN DO

➊ 세계 최고 높이의 고원열차인 칭짱열차에서의 일정
➋ 티벳의 위용 포탈라 궁
➌ 티베트 사원에서 수도사들의 삶 들여다 보기
➍ 4대 성호, 얌드록 초의 절경 담아보기
➎ 티벳 3대 사원인 드레풍사, 세라사원 둘러보기

ITINERARY

Drepung
Monastery

➊ 최고의 고원 열차, 칭짱열차
티베트 고원을 가르는 칭짱열차는 하늘길이라는 별명답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찻길로 유명합니다.
열차에서 바라보는 고원의 풍경은 또한 비현실적이며 경이롭습니다.
➋ 야생조류의 낙원, 얌드록 초
해발 4,441m에 위치한 얌드록 초는 터키석과 같은 자태로 인하여 ‘푸른 보석’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
으며, ‘분노한 신들의 안식처’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대 성호 중 하나이며, 매우 중요한 순
례 코스이기도 합니다. 둘레가 250Km에 달하는 전갈 모양의 터키석과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추억
을 남겨보세요.
➌ 티벳인들의 정신적 중심지, 조캉사원
오체투지는 중생이 빠지기 쉬운 교만을 떨쳐버리고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예법으로 불교 신자가 삼보
께 올리는 큰절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티벳인들의 정신적인 중심지이자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오체
투지를 하는 많은 순례자들을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곳 입니다.
➌ 수직의 베르사유, 포탈라 궁
포탈라라는 이름은 관음보살이 사는 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포탈라궁의 위용과 아
름다움은 고산지대 에메랄드빛 하늘과 함께 탄성을 자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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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시아
ITINERARY
DAY 1 인천/델리 인천에서 출발하여 델리에 도착합니
다. DAY 2 조드푸르 델리 시내 투어를 한 뒤, 야간열차

인도 라자스탄
기차여행

12

스리랑카
헤리티지
기차여행

를 이용하여 조드푸르로 향합니다. DAY 3 조드푸르 블
루시티라는 별칭을 갖고있는 조드푸르에서 메란가르

7

포트를 방문하고 시내 자유일정을 즐깁니다. DAY 4 우
다이푸르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우다이푸르로 향합니
다.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는 피촐라 호수를 방문합니

days

다. DAY 5 푸쉬카르 사막 위에 하얗게 빛나는 도시 푸

Rajasthan
Rail

쉬카르로 향합니다. 세계 힌두교도의 순례지에서 자유
일정을 즐겨보세요. DAY 6 푸쉬카르 푸쉬카르에서 자
나 낙타 시장을 구경을 해보세요. DAY 7 자이푸르 핑

WHAT WE CAN DO

➊ 사막 위에 피어난 문명 라자스탄
라자스탄은 ‘왕들의 땅’ 또는 ‘왕들의 나라’라는 뜻으로 기원전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국이
생성되고 또 소멸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많은 궁전과 사원, 유적 등 찬란한
문화를 건설하였습니다.
➋ 인도 최고의 건축물, 세계 7대 불가사의 아그라의 타지마할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던 아내를 위
해 만든 위대한 건축물로 한 여인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건축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는 인류 최대의 문
화유산입니다.

치하고, 불교의 성지인 캔디에 방문해 봅니다. DAY 4

불리는 이타마드 우드 다울라에 방문합니다. DAY 9 아
그라 아그라포트와 무굴제국의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

를 즐겨보세요. DAY 10 델리 오전에 인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타지마할을 방문합니다. 아름다운 위용을
자랑하는 타지마할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후

인천/델리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델리 공항
픽업, 샌딩 서비스 호텔 9박 조식 10회 투어 일
정 내의 관광지 입장료 1억원 CHUBB 여행자보험

니다. DAY 3 캔디 부처의 치아사리를 모신 사원이 위

다. 타지마할로 이동하는 도중 베이비 타지마할이라

델리로 이동합니다. DAY 11 델리 델리에서 자유 일정

➊인
 도 최고의 건축물, 세계 7대 불가사의 아그라의
타지마할
➋ 비현실적인 블루시티 조드푸르
➌ 사막 위의 하얗게 빛나는 푸쉬카르

기리야를 들려 스리랑카의 고대 유적지를 방문해 봅

요. DAY 8 아그라 타지마할의 도시 아그라로 향합니

를 즐기거나 타지마할이 보이는 루프탑 카페에서 여유

WHAT'S INCLUDED

니다. DAY 2 시기리야 전용차량으로 폴로나루와와 시

다. 구시가지와 바람의 궁전 하와 마할을 방문해 보세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신비로운 나라 인도의 묘한 힘에 이끌립니다. 이번 여정은 북적거리는

HIGHLIGHT

DAY 1 인천/콜롬보 콜롬보에 도착하여 호텔로 이동합

크시티로 유명한 라자스탄의 주도 자이푸르로 향합니

는 아그라 시내를 관광합니다. 아무나 강에서 뱃놀이

경험할 수 없는 라자스탄의 모든 것을 만납니다.

ITINERARY

유로운 일정을 즐겨보세요. 브라흐마 사원을 방문하거

강렬한 향신료 냄새, 길거리를 가로막는 소와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이것이 인도의 첫
델리에서 시작해 분홍빛의 도시 자이푸르, 푸른 도시 조드푸르, 호수의 도시 우다이푸르 등 쉽게

을 즐깁니다. 여행자들의 집결소 파하르간즈에서 여유
를 즐겨보세요. 이후 항공일정에 맞춰 공항으로 이동
합니다. DAY 12 인천 인천에 도착합니다.

INFORMATION
FROM

₩

1,950,000~

누와라 엘리야 열차를 타고 창 밖으로 펼쳐진 차 밭을

Sri Lanka
Heritage

조망하며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차 산지인 누와라 엘

동양의 진주 스리랑카. 콜롬보를 시작으로 하여 스리랑카의 중부와 남부를 짧은 일정 기간 둘러볼 수

FROM

리야로 이동합니다. DAY 5 호튼 플레인즈 다양한 생태
계가 있고, 진정한 스리랑카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호
튼 플레인즈에서 간단한 트레킹을 즐겨봅니다. DAY 6
갈레 남쪽 해안의 주요 도시인 갈레에서 아름다운 경
치를 자랑하는 갈레 포트를 방문해 봅니다. 또한 귀국
전, 콜롬보에서 간단한 시티투어를 즐겨봅니다. DAY
7 인천 인천에 도착합니다.

INFORMATION

있는 일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중세 스리랑카 왕국의 수도였던 폴로나루와를 방문하는
것과 고대 성채의 유적인 시기리야 사자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싱할리 왕조의 수도로
번성했던 문화적 중심지 캔디를 방문해 부처의 치아 사리가 보존된 불치사를 구경하며 스리랑카

예상 항공가 65만원, 순수 투어비 1,300,000원

불교문화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매년 여름 세계적인 축제인 엘살라 페라헤라가 열리는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10명 최대 14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곳이기도 하는 이곳은 대표적인 불교 순례지입니다. 열차를 타고 창밖으로 펼쳐진 차 밭의 경치를
즐기며 누와라 엘리야로 향합니다. 누와라 엘리야의 차 밭에서 향긋한 홍차 한잔을 즐기며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호튼 플레인즈 국립공원에서 스리랑카의 대자연을 느껴보세요!

2018

2019
JAN
9, 12
FEB 6, 13, 20

OCT
NOV
DEC

3
9
14, 28

Delhi

HIGHLIGHT
➊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성채 유적 사자산
➋ 스리랑카 중앙부에 있는 고대도시, 폴로나루와
➌ 불교 최대의 성지, 부처의 치아 사리가 보관된 불치사

WHAT'S INCLUDED
Pushkar
Jodhpur

Udaipur

Jaipur

Agra

인천/스리랑카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공
항 픽업 샌딩 서비스
호텔 5박, 조식 5회
투어 일
정 내의 관광지 입장료
캔디- 누와라 엘리야 열차
티켓
투어 일정 내의 500ml 생수 제공(1인당 각 2병)
도시 내 이동 시 전용 차량 제공
1억원 CHUBB
여행자보험

WHAT WE CAN DO

14
19

₩

2,120,000~

예상 항공가 110만원, 순수 투어비 1,020,000원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4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2019
JAN 5, 12, 19
MAY
4, 11

출발 날짜
NOV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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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➊ 현지 로컬 교통수단을 이용한 여행
불교의 성지인 캔디에서 누와라 엘리야
로 이동은 현지 기차를 이용합니다. 기차
창밖으로 아름답게 펼쳐진 초록빛 차 밭
의 경치를 즐겨보세요.
➋ 스리랑카의 대자연을 몸소 느낄 수 있
는 호튼 플레인즈 국립공원
호튼 플레인즈 국립공원은 간단한 트레
킹으로 스리랑카의 대자연을 즐길 수 있
는 곳입니다. 독특한 생태계부터 작은 야
생동물들이 여행객들을 반겨주는 곳입니
다.

JUL

6, 13, 20
27
AUG
03
Sigiriya
Matale

Pinnawala
Kandy

Colombo
Sri Lanka

Nuwara Eliya
Ella

Udawalawa

Kosgoda
Hikkaduwa
Ga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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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assic

역사와 테마가 있는 여행을 원하는 사람에게 딱 맞는 여행 스타일, 어드벤처
트래블이 제안하는 클래식 투어입니다. 짧은 일정, 소규모로 진행되며 일반
패키지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으로 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현지 로컬가이드가 안내하는 클래식 투어를
경험해보세요.

아프리카

세렝게티
마이그레이션 +
레이크만야라

8

days

Tanzania
Safari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모험을 찾아 떠나고자 한다면 아프리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최고의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일주일

TOllPer
Se

INFORMATION

간의 휴가로 아프리카 여행의 백미인 사파리 투어를 즐겨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렝게티 대초원에서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그 위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야생동물을 찾아 게임드라이브를 즐기고 밤에는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럭셔리한 롯지에서
여독을 풀어 봅니다. 짜릿한 모험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8일간의 아프리카의 야생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FROM

₩

3,990,000 ~

예상 항공가 160만원, 순수 투어비 2,390,000 원

➊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 국립공원에서 만나는
BIG 5 동물들
➋ 레이크 만야라 국립공원 게임 드라이브
➌ 국립공원 내 사파리 롯지에서 바라보는 노을

WHAT'S INCLUDED
인천/아루샤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공항 픽
업 및 샌딩서비스
호텔 1박, 롯지 4박
호텔 숙박
시 조식 제공 롯지 숙박 시 뷔페식 조/석식 제공
사파리 투어 시 점심 도시락 제공
세렝게티 국립공
원 입장료 응고롱고로 국립보호구 입장료 레이크
만야라 국립공원 입장료 지붕 개폐가 가능한 사파리
전용 사륜구동차량 1억원 CHUBB 여행자보험

ITINERARY
DAY 1 인천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DAY 2 아루샤 경
유지를 거쳐 아루샤 킬리만자로 공항에 도착한 후 전
용 차량을 타고 호텔로 이동합니다. 오후 3-4시경 호
텔에 도착하면 자유시간을 보내고 저녁식사를 한 뒤
휴식합니다. DAY 3 세렝게티 세계 자연 유산인 세렝
게티 국립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중 마사이족 마

고로 국립공원 게임 드라이브를 즐긴 뒤 레이크만야
라 국립공원으로 이동합니다. DAY 7 아루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아프리카에서 본 사랑스러운 장면”이라

출발 날짜
2019

며 극찬한 것으로 유명한 레이크만야라 아침 사파리
후 아루샤 킬리만자로 공항으로 이동해 귀국편에 탑

WHAT WE CAN DO

HIGHLIGHT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4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FEB

1

JUL
AUG

승합니다. DAY 8 인천 경유지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에

26
2
Kenya

도착합니다

을, 응고롱고로 분화구와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지나
가며 사파리를 할 수 있습니다. DAY 4 세렝게티 일 년
내내 성수기라 할 정도로 아프리카 대 자연을 있는 그
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인 세렝게티에서 게임드라이브

Serengeti NP

➊ 레이크만야라, 응고롱고로 분화구, 세렝게티 국립공원 탐험
플라밍고 무리들로 유명한 레이크만야라, 화산 폭발 전에는 킬
리만자로만큼 높은 산이었던 응고롱고로 분화구 그리고 너무나
도 유명한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얼룩말, 누 사이에서 BIG5(사자,코끼
리,코뿔소,버팔로,표범)을 찾는 재미를 즐겨보세요. 또 지붕이 오픈
되는 사파리 전용차량을 타고 즐기는 게임드라이브에서 눈앞에 지나가는
야생동물을 사진에 담아보세요.
➋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파리 별장, 롯지에서의 편안한 숙박
사파리의 별장이라 불리는 탄자니아 국립공원의 4성급 이상의 호텔에 머물며 럭셔리한 휴식을 취해보
세요. 다양한 뷔페식 아침과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면 어느 호텔보다 아름다
운 초원의 경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Ngorongoro
Crater

를 즐깁니다. DAY 5 응고롱고로 14,763 ㎢ 규모의 탄

Lake Manyara

Arusha

자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 동물 보호구역인 세렝
게티 아침 사파리 후 응고롱고로 국립보호구로 이동
합니다. DAY 6 레이크만야라 외부와 단절된 환경을

Tanzania
Kilimanjaro
Airport

제공하여, 그 안에서 서로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 ‘노아의 방주’라는
별명을 가진 세계 최대크기의 원형 분화구인 응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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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ITINERARY

모로코
올드시티 사하라

DAY 1 인천 경유지를 거쳐 늦은 저녁에 카사블랑카에

10

에서 시작하여 메크네스와 고대 로마의 유적이 남아

도착합니다. DAY 2 카사블랑카 아침 일찍 카사블랑카
있는 볼루빌리스를 방문하고 저녁 무렵 페즈에 도착
하여 호텔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DAY 3 페즈 가이드

days

와 함께 모로코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도시인 페즈를
둘러봅니다. DAY 4 메르주가 사하라 사막 캠핑장에

도착한 후 텐트에서 캠핑을 합니다. DAY 5 토트라 협
곡 태양이 떠오르기 전 낙타를 타고 일출을 감상한 뒤,
토드라 협곡으로 이동하여 짧은 트레킹을 즐긴 후 토
드라 계곡의 호텔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DAY 6 에이
드 벤 하두 성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된 에
이드 벤 하두 요새 도시를 방문합니다. DAY 7 마라케
시 하이 아틀란스 산맥의 타지엔티카 고개를 넘어 마

Classic
Morocco

라케시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자유시간을 가집니다.
DAY 8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가이드 투어를 하고 저녁
시간에 전용차량으로 카사블랑카로 이동하여 투어의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DAY 9 카사블랑카 샌딩 서비
스를 이용하여 카사블랑카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DAY 10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INFORMATION

모로코는 여행자에게 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에 붙어 있으며, 생활환경과 문화는 북아프리카의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모로코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아프리카보다는 유럽과 가까운 지중해 문화권이라고
말합니다. 볼루빌루스에서는 기원전 로마 도시가 존재했던 터를 만날 수 있고 페즈와 마라케시의 오래된 구도심(메디나)으로 들어서면 10세기경 이슬람
문화가 지배했던 그때의 그 시간에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으로 향하는 날은 베르베르족이 피워 놓은 모닥불 앞에 모여
사막의 밤에 떠오를 별들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낯선 땅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모로코 올드시티&사하라로 지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FROM

₩

3,140,000 ~

예상 항공가 170만원, 순수 투어비 1,440,000원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4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HIGHLIGHT
➊ 가장 오래된 제국 도시 페즈 둘러보기
➋ 토드라 협곡에서의 트레킹과 사막 텐트 캠핑
➌유
 네스코지 세계문화유산 에이드 벤 하두 요새 방문

2018
DEC

2019
29

JUL
AUG

27
3
Spain

인천/카사블랑카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메크네스 가
이드 시티투어 볼루빌리스 가이드 투어 페즈 메디나 가이드
투어 1박 2일 사하라 사막캠핑 에이트 벤 하두 입장료 호
텔 6박, 캠프 1박 조식8, 석식1 에어컨이 장착된 차량 1억
원 CHUBB 여행자보험

Meknes

Fes

Casablanca

Morocco
Marrakech
Merzouga

Ait Ben Haddou
Todra Gorge

Al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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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CAN DO

WHAT'S INCLUDED

➊ 사하라 사막에서의 캠핑, 별이 쏟아지는 사
막의 밤
모래언덕 깊은 곳에 있는 사막 캠핑장에서 가
이드에게 낙타 타는 법, 터번을 두르는 법을 배
워봅니다. 사막 캠프에서는 한국에서 볼 수 없
는 쏟아질 듯한 별 아래서 베르베르족의 전통
식사를 하게 됩니다.
➋ 자마 엘프나 광장의 야시장 체험
자마 엘프나 광장에 해가 지면 곳곳에서 리어
카를 몰고온 장사꾼들이 야시장을 엽니다. 각
종 다양한 해산물부터 전통요리인 따진과 달팽
이요리, 직접 갈아 만든 오렌지 주스 등, 모로
코만의 색깔을 가진 다채로운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Classic | 109

중동

중동

이란
페르시아 문명
탐방

10

요르단
고대왕국
어드벤처

ITINERARY

days

헤란에 도착하여 이란 국립박물관 방문을 시작으로 테

들의 성지로 유명한 불의 사원과 조로아스터교의 조장

Jordan
Advanture

문화를 볼 수 있는 침묵의 타워를 방문을 합니다. DAY

고대도시와 붉은 사막에서의 모험을 단기간에 즐기실 수 있는 요르단 하이라이트 여행입니다. 깎아지를 듯한 절벽 속에 건설된 고대 도시 페트라

헤란 시티투어를 시작합니다. 이후, 골레스탄 궁전도

Persian
Advanture
단순히 화려하고 호화로운 휴가가 아닌, 진정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에게 이란은 지구 상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이집트, 이디오피아, 인도, 터키의 카파도키아, 아르메니아 등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3대륙에 걸쳐 24개국을 거느렸던 거대한 페르시아 왕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해봅니다. DAY 3 쉬라즈 쉬라즈로 항공이동 후 호
텔에 체크인하고 잔드 왕조의 성, 정원 그리고 이슬람
사원을 둘러봅니다. DAY 4 야즈드 차량을 이용해 야
즈드로 이동합니다. 이란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아르케메니드 페르시아 대제국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 유적지를 여행합니다. DAY 5 야즈드 불
을 숭상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성화는 AD 470년부터 지

금까지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조로아스터교인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붉게 물든 와디럼 사막 한복판에서 전통 베두인 캠프를 즐기며 매혹적인 사막의 경취에 취해봅니다.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사해에

행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로얄 광장을 방문

몸을 맡기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하고 셰이크 로트폴라 모스크와 알리카포 궁전도 방문
해 봅니다. DAY 7 에스파한 숨이 멎을듯한 아르메니아
반크 교회를 둘러봅니다. 이스파한의 이곳저곳을 둘러

➊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페르세폴리스 탐험
➋ 진흙 벽돌로 쌓은 고대도시 야즈드 방문
➌눈
 부시게 아름다운 에스파란 왕실 정원 모스크
➍ 조로아스터교의 성지, 아즈드 침묵의 탑과 불의
사원

WHAT'S INCLUDED
인천/테헤란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테헤란/
쉬라즈 국내선 편도 항공권
테헤란 공항 – 호텔간
픽업 & 샌딩 서비스
테헤란과 쉬라즈 시티 투어
조로아스터교 명소를 포함한 야즈드 가이드 투어 페
르시아 유명시인 하페즈와 사아디의 영묘 방문 페르
세폴리스 가이드 투어
에스파한의 페르시아 정원,
광장 모스크 가이드 투어
붉은마을 아비어네 방문
방문하는 관광 명소 입장료
전 일정 소그룹만을
위한 전용 차량과 기사 한국어 구사 현지 가이드
전 일정 숙박과 조식

WHAT WE CAN DO

➊ 신비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숨결을 간직한 고대 도시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이란은 고대부터 교역으로 번영했던 곳입니다. 고대부터 이란은
광활한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이었으며 실크로드의 핵심지역이었습니다.
➋ 페르시아의 보석 에스파한
에스파한은 이란의 중부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페르시아 도시의 모습을 잘 간직한 찬란한 문화유적
을 감상해 보세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진흙 벽돌로 지어진 아비어네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19세기 페르시아 거상의

HIGHLIGHT
➊ 와디럼 사막 유목민 텐트에서 베두인들과의 하룻밤
➋ 세계 7대 불가사의, 고대도시 페트라 탐험
➌ 사해에 둥둥 떠서 책 읽기

고 테헤란으로 향합니다. DAY 9 테헤란 귀국준비를
합니다. DAY 10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INFORMATION
FROM

₩

3,890,000~

예상 항공가 195만원, 순수 투어비 1,940,000원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2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해 보세요. 자유롭게 여행의 마지막 밤을 즐겨봅니다.
DAY 9 암만 귀국편에 탑승합니다. DAY 10 인천 인천
공항에 도착합니다.

DEC

2019
4, 11
3, 10
19, 26
2, 9

인천/암만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호텔 6박,
베두인 전통 캠프 1박
조식 7회, 석식1회
페트라,
제라쉬 고대 도시 입장료 및 사해 방문
와디럼 사막
지프 투어 베두인 캠프 투어 및 전통 저녁 식사 맛보
기 전 일정 전용 챠량 이동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예상 항공가 140만원, 순수 투어비 1,990,000원

Jerash

2018

JAN
FEB
MAR

Amman

23
2019
6
17
3

Dead Sea

Karak
Petra

에 도착하여 현지가이드와 만나 전용차량으로 호텔로
시인 제라쉬로 반나절 여행 후 사해로 이동하여 수영
Iran

Abyaneh

하여 네보산, 마디바, 카라크 성 등 다양한 유적지를
막지대가 장관을 이루는 와디럼을 방문합니다. 하룻
대 문화에 대해서도 배워보세요. DAY 7 아카바 홍해
의 휴양도시 아키바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마음껏 자

Persepolis

유시간을 가집니다. 스노클링을 하거나 야외 레스토
Shiraz

Aqaba

을 합니다. DAY 4 -5 페트라 아침 일찍 페트라로 이동
구경합니다. DAY 6 와디럼 사막 캠핑 바위산들과 사

Yazd

Jordan

Wadi Rum

이동합니다. DAY 3 사해 해발 600m에 위치한 유적도

kashan

Isfahan

3,390,000~

OCT

랑에서 신선한 현지 해산물을 즐겨보세요. DAY 8 암

WHAT WE CAN DO

JAN
MAY
JUL
AUG

₩

DAY 1 인천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DAY 2 암만 암만

Tehran

21

FROM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4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WHAT'S INCLUDED

ITINERARY

출발 날짜
2018

INFORMATION

만 암만으로 돌아오기 전 해변에서 좀 더 휴식을 취

저택과 장미와 물의 오아시스 도시인 카산 여행을 하

밤 묵게 될 유목민 텐트로 향하여 전통식사를 먹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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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6 에스파한 가장 훌륭한 이슬람 도시인 에스파한을 여

보고 오후는 여가시간을 가져 봅니다. DAY 8 테헤란

HIGHLIGHT

10

DAY 1 인천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DAY 2 테헤란 테

➊ 바위를 깎아 만들어진 페트라의 숨겨진 고대 도시 탐험하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 유적지중 하나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고대도시 페트라에는
요르단의 자랑거리인 만큼 의미있는 유적지와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곳으
로 유명한 네보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서 모자이크 지도 등이 있습니다.
➋ 죽음의 바다 사해에 누워서 독서 즐겨보기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 호수 ‘사해’는 일단 바닷물에 비해 염분 농도가 5배에서 10배 가량 높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위에 둥둥 떠 책을 읽는 사진을 찍어 보세요. 특별한 치유 능력
이 있다고 전해지는 모래를 발라보는 경험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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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남미

몽골의 별,
사막 그리고
초원

ITINERARY

페루
핵심투어

9

10

days

Classic
Mongolia

DAY 1 인천 인천을 출발합니다. DAY 2 리마 리마에 도

착해 여유롭게 도시를 둘러봅니다. DAY 3 나스카/이
카/리마 이른 오전 나스카로 이동해 경비행기 투어를
즐깁니다. 이카에서는 자유시간동안 버기투어, 샌드

days

보딩 등의 액티비티에 참가합니다. DAY 4 쿠스코 쿠
스코에 도착해 고산 적응시간을 가집니다. 여유롭게
구시가지를 둘러봅니다. DAY 5 오얀따이땀보/아구아
스 깔리엔테스 아구아스깔리엔테스로 이동하는 기차
에 탑승합니다. 기차에서 안데스 산맥의 절경을 감상

Peru Express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을 품은 몽골. 몽골의 중앙과 남부를 돌아보는 클래식한 여정입니다. 몽골의 초원을 즐기고, 낙타와 함께 부드러운 사막을 느껴보는 등

잉카 문명의 핵심 여행지인 페루를 여행합니다.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나스카 라인을

온 몸으로 자연을 체험해 봅니다. 또한 ‘불타는 절벽’이라는 별칭답게 아름다움을 발하는 바얀작에서 아름다운 배경으로 추억을 하나 남겨봅니다. 아름다운

경비행기 투어를 통해 둘러보고 버기카를 탈 수 있는 이카(와카치나 마을)도 여행합니다. ‘페루’하면

경치와 더불어 몽골 전통가옥 게르에서 머물고, 유목민 가족들을 만나 현지인들의 삶을 체험해보세요.

빼놓을 수 없는 마추픽추를 현지 전문 가이드와 함께 심도 있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을

➊ 찬란했던 몽골제국을 엿볼 수 있는 후스타이
국립공원
➋ 광활한 초원을 말과 함께 누비기
➌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불타는 절벽, 바얀작

WHAT'S INCLUDED

WHAT WE 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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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울란바토르 스케줄에 맞춰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합니다. DAY 2 후스타이 국립공원 아침 일찍 울
란바토르에서 만나 몽골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
이 담긴 후스타이 국립공원으로 차량으로 이동합니
다. DAY 3 카라코람 투어리스트 캠프에서 조식 후, 13

하늘을 보며 수 없이 뜬 별들을 감상합니다. DAY 7 욜
링암 욜링암 혹은 이글 벨리라고 불리며 말을 탈 수 있
는 계곡으로 향합니다. 몽골의 아름다운 배경으로 영
화같이 말을 타고 달려봅니다. DAY 8 울란바토르 울
란바토르로 항공 이동합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관광
을 즐깁니다. DAY 9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세기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람으로 이동합니다.
DAY 4 옹기사원 지금은 폐허가 된 옹기사원과 승려

들이 명상하는 동굴을 방문합니다. DAY 5 바얀작 1922

FROM

2,630,000~

₩

절벽’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바얀작을 방문합니다.

예상 항공가 140만원, 순수 투어비 1,790,000원

지 이르는 홍고로 사구에서 아침을 맞이한 뒤 낙타를
타고 Uujim 계곡을 탐험해봅니다 저녁에는 고비의 밤

➊ 몽골 유목민을 체험해보는 게르
몽골을 대표하는 유목민 텐트 게르가 이번 여행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여행을 현지인처럼 한다면
더 뜻 깊은 여행이 될 것입니다. 높이 1.2m의 원통형 벽과 둥근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목민의
나라인 만큼 이동할 때 쉽게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자리가 정
해져 있다니 게르에서 생활하면서 몽골인들의 생활 풍습에 대해 배워봅니다.
➋ 낙타 라이딩을 통한 사막탐험
사막의 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쌍봉 낙타는 사막을 걷기 알맞게 몸의 구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강하므로 짐을 운반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이 쌍봉 낙타를 타고 넓은 사막지대
를 거닐면서 잠시 빠른 삶에서 벗어나 아날로그적 여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천천히, 그리고 세
심히 자신만의 프레임에 담아봅니다.

➊ 마추픽추와 고대도시 쿠스코 역사 탐험
➋ 티티카카 호수의 우로스, 타킬레 섬 방문
➌ 경비행기를 타고 나스카 라인 바라보기
➍ 이카에서 즐기는 사막 버기카 투어

INFORMATION

년 발견된 공룡의 첫 번째 둥지였던 곳이자 ‘불타는
DAY 6 고비 몽골에서 가장 큰 사구로 300m의 높이까

HIGHLIGHT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8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가이드동행
Karakorum
출발 날짜
2019
APR
27
MAY
24
JUN
1, 22
JUL 5, 20, 27
AUG
3, 10
SEP
7

Ulaanbaatar
Hustai
National Park

WHAT WE CAN DO

인천/울란바토르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고
비/울란바토르 국내선 편도 항공권 및 텍스
공항 픽
업 샌딩 서비스 조식 7, 중식 6, 석식 6 호텔 1박, 게
르 6박
도시 내 이동 시 전용 차량 제공
하루 1인
당 500ml 생수 3병 제공 투어일정 내의 관광지 입장료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ITINERARY

픽추로 향합니다. 2시간 가량 가이드 투어를 진행합
니다. DAY 7 푸노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
장 아름다운 길>을 버스 투어로 둘러봅니다. DAY 8 훌

리아카 바다처럼 드넓은 티티카카호수 가이드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투어를 즐긴 후 훌리아카 공
항으로 이동합니다. DAY 9 경유지 준비된 여정에 맞
춰 이동합니다. DAY 10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INFORMATION
FROM

통해 잉카 문명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세요.

HIGHLIGHT

합니다. DAY 6 쿠스코 페루 여행의 하이라이트 마추

₩
WHAT'S INCLUDED
인천/쿠스코, 훌리아카/인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호텔 6박
조식 6회, 중식 2회
리마/쿠스
코 편도항공권 및 텍스 나스카 경비행기 투어 이
카(와카치나) 방문 마추픽추 가이드 투어 티티카
카 호수 투어(우로스 섬, 타킬레 섬) 쿠스코-푸노 관
광 버스 투어 (론리플래닛에서 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
다운 길) 현지 전문 가이드

➊ 나스카 라인 경비행기 투어
800개의 선, 300개의 기하학적 문양으로 이뤄진 나스카 라인은 하늘에서 바라 봤을 때 그 진가를 제대
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사에서는 나스카 라인 투어를 제공하고 경비행기 탑승을 옵션으로
진행하여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해놓았지만 페루 핵심일주에서는 기본 포함사항으로 제공해드리
고 있습니다.
➋ 페루의 사막 이카(와카치나 사막) 방문
버기카를 타고 와카치나의 사막을 질주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와카치나는 거대한 모래 언덕에 둘
러싸인 오아시스 마을입니다. 페루의 50솔 지폐 뒷장의 그림이 바로 와카치나의 초록색 호수이기도 합
니다. 과거 페루 상류층들의 휴양지에서 배낭여행자들의 파티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이카에서 휴식
을 취해보세요.

3,790,000 ~

예상 항공가 140만원, 순수 투어비 2,390,000원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10명 최대 18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동행
출발 날짜
2018
NOV

23
2019

JAN

18

FEB
MAY
JUL
AUG

8
3
26
2

SEP

14
2020
JAN
10, 17

Peru

Lima

Machu Picchu
Cuzco

Ica
Nazca

Juliaca
Puno
Bolivia

Mongolia
Ongi
Temple Ruins

Bayanzag
Khongor
Sand Dune

Dalanzadga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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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아시아

쿠바
핵심투어

10

Highlight of
Caucasus

days

Cuba
Journey

세계적으로 인종, 문화 그리고 언어가 다양하기로 유명한 코카서스 지방의 특성상, 세 나라는 물리적 거리의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드는 코카서스 3국, 아제르바이젠,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HIGHLIGHT

만나보세요.

WHAT'S INCLUDED
인천/하바나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체게바라
기념비와 역사적인 장소(산타 클라라) 방문하기 트리
니다드 살사 댄스 레슨 아바나의 유명 카페, 카사 데
라 트로바 둘러 보기
까요 후티아스로 당일 여행
라스 테라싸스 경유 올드 아바나 도보 여행 조식 7
회, 석식 1회 하바나 및 트리니다드 호텔 또는 쿠바 현
지 홈스테이 숙박

➊ 아름다운 카즈베기 언덕의 성삼위일체 게르게티성당
➋아르메니아 세반호수와 코비랍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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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인천/하바나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경유지를 거
쳐 하바나에 도착합니다. 호텔로 이동 후 휴식을 취합
니다. DAY 2 트리니다드 산타클라라에 들러 체게바
라 기념비를 포함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방문
하고, 트리니다드의 아름다운 중심가에 모여 카페에

문하여 시가를 펴보거나 럼주를 음미하거나 스노쿨링
및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DAY 7 하바
나 라스 테라싸스를 방문하고 하바나에 도착하여 올
드 시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DAY 8 하바
나 하바나를 떠나 귀국편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DAY
9~10 인천 경유지를 거쳐 인천에 도착합니다.

서 음악에 취해 볼 수 있습니다. DAY 3 트리니다드 살

INFORMATION

사 댄스 수업을 통해 쿠바인들의 소울을 느끼는 시간
을 가집니다. DAY 4 트리니다드 자유 시간을 즐긴 후

FROM

3,790,000~

현지 홈스테이 가정에서 쿠바 가정식을 맛볼 수 있습

₩

니다. DAY 5 비날레스 부유한 농업 마을의 사탕수수

예상 항공가 170만원, 순수 투어비 2,090,000원

와 담뱃잎 플랜테이션을 둘러보며 현지 홈스테이에서
지내는 동안 몇몇 스페인어도 연습해 봅니다. DAY 6
비날레스 쿠바의 아름다운 해변 까요 후티아스를 방

➊ 하바나의 올드시티
쿠바 하바나의 올드시티를 탐험해보세요. 헤밍웨이가 자주
들렀던 바에서 모히토를 즐기거나 말레콘 부두를 따라 걸으
며 카리브 해의 일몰을 감상할수도 있습니다. 올드시티만
돌아보는 데에도 하루가 부족합니다.
➋ 트리니다드의 춤과 음악
쿠바는 춤과 음악으로도 유명합니다.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악사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며 룸바, 차차차 등 살사 댄스
를 배워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춤을 잘 못 추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살사의 도시 트리니다드에서 쿠바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면 어느 샌가 쿠바인들의 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019
8

OCT
NOV

1
3

Vinales

ITINERARY
레반에 도착합니다. DAY 2 에치미아진 코비랍 교회,

관을을 시작으로 역사적 장소를 따라 예레반 시티투
어를 진행합니다. DAY 3 가르니 가르니 사원 방문 후,

합니다. DAY 10 바쿠 바쿠로 이동하며, 중간에 쉐마카
에 있는 주마 모스크에 방문합니다. DAY 11 고부스탄

가르니 주상절리에 도착하여 절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마라자 타운으로 이동하여 고부스탄 암각화에 방문합

트레킹을 즐깁니다. 세반 호수와 세반반크 성당을 방

니다. 바쿠로 이동하여 메이든 타워, 쉬르반샤 궁전 등

문할 수도 있습니다. DAY 4 아흐파트 아흐파트와 시

을 둘러보며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DAY 12 경유지 바

나힌 수도원에 방문한 후 조지아 국경을 넘어 트빌리

쿠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편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시로 향합니다. DAY 5 트빌리시 구시가지와 메테키

DAY 13 인천 인천 공항에 도착합니다.

성당, 아바노투바니 온천 지역, 나리칼리 요새 등을 방

INFORMATION

문합니다. DAY 6 우플리스치케 약 1시간 가량 돌 위를
걸어 올라가다 보면 조지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동굴 마을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DAY 7 므츠헤타 쥬
바리 성당과 대성당을 방문합니다. 그 후 카즈베기로
출발하여 성삼위일체 게르게티 성당을 방문합니다.
DAY 8 카헤티 주 트빌리시의 구시가지와 메테키 성
당, 나리칼리 요새를 둘러보고, 카헤티 주로 이동하여
포도밭과 시그나기 마을의 절경을 감상하고 보드베
교회에 방문합니다. DAY 9 쉐키 아제르바이젠에 입국
하여 쉐키에 도착하면 칸의 궁전 및 전통시장에 방문

FROM

₩

3,990,000~

예상 항공가 140만원, 순수 투어비 2,890,000원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8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2019

AUG

23

SEP

7

에치미아진 성당을 방문하고 아르메니아인 학살 추모

DEC

Havana
Cayo
Jutias

인천/예레반, 바쿠/인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일정 상 명시된 모든 주요 관광지, 수도원 가이드 투어
모든 방문 지역 및 관광지 입장료
트빌리시, 예레
반 가이드 투어
에치미아진 성당 방문
쥬바리 성
당, 스베티치호벨리 대성당 방문 세반 호수와 수도원
방문 우플리스치케 고대 동굴 도시 방문 카즈베기
방문 쉐키, 바쿠 고부스탄 암각화 투어 전 일정 다
양한 식사 포함 전 일정 전용 차량 호텔 11박

DAY 1 인천/예레반 인천 공항 출발, 경유지를 거쳐 예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8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가이드동행
출발 날짜
AUG

WHAT'S INCLUDED

Santa Clara

Cuba
Trinidad

8

WHAT WE CAN DO

WHAT WE CAN DO

114 |

days

서아시아로 분류되지만 문화는 동유럽에 가까워 아시아와 유럽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인접 지역 영향으로 중동 문화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쿠바에서의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의 문화를 익히고 배우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쿠바의 아름다운 자연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➊ 체 게바라 기념비가 있는 산타 클라라 방문
➋ 트리니다드에서 배우는 살사 댄스
➌ 비냘레스 사탕수수 농장 체험
➍ 후티아스 카리브 해변에서 스노클링

13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지점인 1200km의 코카서스 산맥은 생소하지만 단순 관광을 넘어 많은 이야깃 거리가 있는 여행지입니다. 지리상으로는

쿠바로 떠나는 10일간의 핵심 투어 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술과 춤에 취하며 올드 아바나와 트리니다드 같은 쿠바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보세요.

HIGHLIGHT

코카서스 3개국
하이라이트

➊ 세계 최대의 주상절리, 돌의 교향곡
주상절리는 용암이 만들어낸 화산 지형 중 가장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가르니
계곡은 거대하고 장엄한 주상절리를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상절리인 자이언츠 코즈웨
이의 몇 배에 달하는 규모로, 진정한 세계 최대 주상절리로서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셀 수 없이
이어지는 육각형의 돌기둥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 같습니다. 가르니 계곡에
서 돌의 교향곡의 웅장함을 경험해보세요.
➋ 코카서스의 보석, 트빌리시
트빌리시에서는 독특하고 고유한 분위기를 풍기는 조지아 정교회의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내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트리니티 성 삼위일체 대성당은 트빌리시의 랜드마크이자 조
지아의 정체성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페르시아에 의해 만들어 진 나리칼라 요새
에 올라 트빌리시의 전경을 바라보면,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풍경과 수 많은 외세의 침략
으로 문화의 혼합에 익숙해진 그들만의 생활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Uplistsikhe

Russia

Kazbegi

Tbilisi

Sighnaghi

Georgia

Haghpat

Armenia

Sheki

Yerevan

Echmiadzin

Gobustan

Lake Sevan

Baku

Azerbaijan
Garni

Khor virap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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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남미

탄자니아 &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중북부 여행

10

Tanzania
& Ethiopia

페루
to
볼리비아

10

Peru to
Bolivia

days

days

아프리카 대륙의 중요 포인트 지역만을 방문하는 효율적인 일정! 아프리카 여행의 하이라이트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응고롱고로 국립공원에서

남미 대표 여행지 페루와 볼리비아를 여행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남미를 여행하면 누구나 꼭 여행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 여행지 마추픽추와 우유니

사륜구동 사파리 전용 차량을 타고 드넓은 초원을 달리며 야생동물들을 사진에 담아보세요. 이후에는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로

소금사막을 단 10일만에 여행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짧은 일정과 효율적인 이동으로 오랜 시간을 여행에 할애하기 힘든 여행자들도 이제 남미로 여행을

이동하여 아디스아바바, 에르타 알레, 라리베라를 투어합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환상적인 여행지, 아프리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 단 한 순간도 길 위에서 허비하지 마세요.

HIGHLIGHT
➊ 응고롱고로 분화구 내에 살고 있는 사자, 버팔로 등
빅파이브 동물 만나기
➋ 용암 호수를 볼 수 있는 에르타 알레 화산
➋ 라리베라 암굴교회 돌아보기

WHAT'S INCLUDED
인천/킬리만자로, 아디스아바바/인천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킬리만자로공항/아디스아바바 편도 항공권 및
텍스
아디스아바바/메켈레 편도 항공권 및 텍스
라리베라/아디스아바바 편도 항공권 및 텍스 킬리만
자로 공항 픽업 샌딩 서비스 아디스아바바 공항 샌딩
서비스
세렝게티 국립공원 입장료 및 게임 드라이브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입장료 및 게임 드라이브 에
르타 알레 용암지대 캠핑 라리베라 바위 교회 입장료
조식 6회, 중식 4회, 석식 4회
호텔 4박, 롯지 2박,
캠프 1박

ITINERARY
DAY 1 인천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DAY 2 아루샤 경
유지를 거쳐 아루샤 킬리만자로 공항에 도착합니다.
호텔 도착 후 자유시간을 보냅니다. DAY 3 세렝게티

수 있는 장소인 바위 교회를 방문합니다. DAY 9 아디
스아바바 아디스아바바로 항공 이동한 후 아디스아바
바를 투어합니다. 이후, 인천 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DAY 10 인천 인천에 도착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인 세렝게티 국립
공원에서 게임 드라이브를 시작합니다. DAY 4 응고롱
고로 세계 최대크기의 원형 분화구인 응고롱고로 국

INFORMATION
FROM

5,290,000~

립공원으로 이동하여 게임 드라이브를 합니다. 가축

₩

을 몰고 지나가는 마사이 부족 사람들과 마주칠 수도

예상 항공가 170만원, 순수 투어비 3,590,000원

있습니다. DAY 5 아디스아바바 응고롱고로에서 아루
샤 킬리만자로 공항으로 이동해 아디스아바바 행 항
공기에 탑승합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하루 휴식합
니다. DAY 6 에르타 알레 비행기를 타고 메켈레 도착
후 에르타 알레의 베이스 장소인 도돔으로 차량 이동
합니다. 도착 후, 에르타 알레까지 3-4시간정도 트레
킹합니다. DAY 7 메켈레 메켈레로 돌아온 후, 소금 호
8 라리베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을 느낄

WHAT WE CAN DO

➊ 세렝게티 국립공원 게임 드라이브
14,763㎢ 규모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
습니다. ‘세렝게티’란 스와힐리어로 거대한 초원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존재 따위는 아무런 의
미가 없고 오직 야생의 법칙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렝게티에서는 사자, 코
끼리, 들소, 사바나 얼룩말, 영양, 누 등 수많은 동물이 약육강식이라는 야생의 법칙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➋ 에르타 알레에서의 하룻밤
에르타 알레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이 순상화산은 지름
30km, 그리고 정산에 위치한 1평방 킬로미터 칼데라를 자랑합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영구적
인 용암 호수이자 20세기 초 이래로 현존하는 가장 긴 용암 호수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2019
JAN
FEB

19
1

Djibouti
Mekele

Yemen
Erta Ale
Lalibela

Sudan

➊ 쿠스코를 거쳐 공중도시 마추픽추에 오르기
➋ 사륜구동 차량으로 우유니 소금사막 탐험
➌ 고산도시 라파즈 낄리낄리 전망대에서 즐기는 야경

WHAT'S INCLUDED
인천/쿠스코, 라파즈/인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
스
호텔 6박, 조식 6회
쿠스코/라파즈 편도 항공
권 및 텍스
라파즈/우유니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마추픽추 행 기차
마추픽추 가이드 투어
우유니
소금사막 사륜구동 차량 선라이이즈 선셋 가이드 투어
현지 전문 가이드

INFORMATION

ITINERARY
DAY 1 인천 인천을 출발합니다. DAY2 쿠스코 경유지

FROM

4,390,000 ~

를 거쳐 쿠스코에 도착합니다. 첫날은 고소 적응을 위

₩

해 천천히 걸으며 구시가지를 돌아봅니다. DAY3 아구

예상 항공가 150만원, 순수 투어비 2,890,000원

아스 깔리엔테스/쿠스코 여정의 하이라이트 마추픽추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10명 최대 18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동행

를 방문합니다. 고대 잉카인들의 놀라운 기술에 감탄
해보세요. DAY4 라파즈 이른 오전 항공을 이용해 세
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라파즈로 이동합니다. DAY5
우유니 라파즈를 충분히 둘러본 후 국내선을 이용해
우유니로 이동합니다. DAY6 우유니 4륜구동차를 이용
해 드넓은 하얀 사막 위를 달립니다. 원근감이 사라진
이곳에서 재미난 사진을 남겨봅니다. DAY7 라파즈 우

출발 날짜
2018
NOV

16
2019

JAN

11

FEB
APR
AUG
SEP

1
26
2, 9
5

DEC

20
2020

JAN

3, 10

유니 사막에서 일출을 즐긴 후 라파즈로 이동합니다.

Addis Ababa

DAY8 라파즈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DAY9~10 인천

Ethiopia

Somalia
Congo Ngorongoro
Safari
Serengeti
Safari
Tanzania

Kenya

Arusha

WHAT WE CAN DO

수와 온천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하루 숙박합니다. DAY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Standard
GROUP SIZE
최소 8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한국인인솔자동행
출발 날짜

HIGHLIGHT

➊ 잉카인의 숨결, 마추픽추를 만나기
성스러운 계곡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
고 마추픽추가 아랫마을 아구아스깔리
엔테스까지 갑니다. 이른 아침 운무에
가린 마추픽추가 서서히 얼굴을 내밀 때
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➋ 우유니에서 즐기는 선라이즈, 선셋
투어
볼리비아의 염호 우유니에서는 이른 아
침 사륜구동 지프 차량을 타고 선라이즈
투어와 해질녘 선셋 투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기에는 땅에 반사된 우유니
의 파란 하늘을 담으실 수 있고 건기에
는 온통 하얗게 뒤덮인 소금사막을 만날
수 있습니다.

Machu Picchu

Brazil

Lima
Peru

Cuzco

Puno

La paz

Bolivia

Uyuni
Salt
Flats

Paraguay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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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ly
F
Adventure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만 담아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모험을 함께
하는 기쁨. 더욱 돈독해지는 가족 간의 믿음과 애정. 패밀리 어드벤처가

선사하는 시간은 가족에게 전하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생동감
넘치는 여행으로 영원히 잊지못할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08

ADVENTURE STAGE

Love Family
with family
가족과 함께 즐기는 어드벤처
케어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어드벤처 여행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밀리 투어를 통해 로컬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 당신이 가지못할 곳은 없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액티비티에 참여하고 가족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 구성원이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만든 어드벤처 트래블의 패밀리 어드벤처를 만나보세요.

모든 연령대를 위한 여행

패밀리만을 위한 소규모 출발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우리

패밀리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가족만 소규모로 여행하

가족을 위한, 우리 가족에 딱 맞는 여행을 만들 수 없

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한 팀만 출발이

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즐겁지

불가능한 경우라도 최대 출발인원이 12명으로 제한

않다면 가족 전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힘듭니다.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18명이 출발하는 프로그램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각 자녀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

에 비해 소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4그룹의 가

는 활동을 추천해 알려 드립니다. 가족만을 위한 온전

족이 모여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과 비슷

한 어드벤처 여행, 더 많은 교육적 문화적 체험의 기

한 또래를 만나 친구를 사귈 수 있고, 현지 문화를 배

회와 함께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배려한 세심한 프

우며 타 가족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습니

로그램, 어드벤처 트래블만의 장점입니다.

다.

가족용으로 설계된 일정

모험과 교육의 매끄러운 혼합
여행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선사하고 경이
로움을 더욱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유년기의 강
력한 경험은 새로운 관심사로 이어지고 다른 문화, 언
어 및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은 책임감 있고 균형 잡힌
미래의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하면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현지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
면서 무용이나 그림, 수공예를 직접 배워보고, 새롭게
주어진 여행의 시간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
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재미있어 학생들은 항상 무언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과는 다른 모
험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동안 어른들과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아이들만
을 위해 어른들의 여행 일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연령
에 맞는 활동, 이동 중에도 가족용으로 설계된 편의
시설이 있는 호텔, 어린이 및 성인을 배려한 작은 디
테일들이 가족 여행을 차별화시키는 요소입니다. 가
족 각 구성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과
세부 일정이 준비된 여행이 바로 패밀리 어드벤처입
니다.

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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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이 여행은 가로로는 좁지만, 세로로는 긴 나라 베트남을 위아래로 종단하며 베트남의 핵심
도시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베트남 현지 종단열차를 통해

보르네오
오랑우탄 투어

6

Borneo
Orangutan Tour
INFORMATION

ITINERARY

FROM

2,090,000~

니다. DAY 2 팡칼란 분 공항에 도착, 쿠마이 항구로 이

₩

동합니다. 배를 타고 보르네오 남부의 세코니어 강으

예상 항공가 95만원, 순수 투어비 1,140,000원

로 이동, 탄중 푸틴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강을 따라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Comfort
GROUP SIZE 최소 8명 최대 14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산장까지 갑니다. DAY 3 캠프 리키 탄중 푸틴 보호 구
역에 위치한 캠프 리키로 이동합니다. 리키에서 가벼
운 하이킹을 하며 자연과 더 가까워집니다. DAY 4 폰
독 탕구이 보트를 타고 상류로 이동해 오랑우탄 새끼
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후 파
살라트 투어를 하신 뒤 탄중 하라판 마을을 방문해봅
니다. DAY 5 쿠마이 조식 후, 귀국을 위해 공항으로 이

WHAT WE CAN DO

122 |

➋ 보트 사파리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보르네오 섬안의 더 깊숙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전용 나
무 보트를 타고 오랑우탄 최대 서식지인 탄중 푸틴 국립공원을 지나며 세코니어강의 곳곳에 숨어있는
오랑우탄과 희귀야생동식물들을 구경하며 보트 사파리를 즐기세요.

인도네시아
자바-발리
어드벤처

➊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하노이
에서 현지문화 체험
➋ 가족과 함께 베트남 종단 열차를
타고 침대칸에서 보내는 하룻밤
➌ 보트를 타고 메콩강에서 즐기는
메콩델타 투어

WHAT'S INCLUDED
인천/하노이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다낭/호치
민 국내선 편도 항공권
공항 픽업 샌딩 서비스
호텔 4
박 크루즈 1박, 야간 열차 1박
조식 4, 브런치 1, 중식 3, 석
식2회
하롱베이 1박 2일 투어
페어웰 디너 1회
하
롱베이 선상 와인 제공
후에, 호이안 반나절 시내 투어
호치민 반나절 시내 투어
호치민 메콩 델타 투어
투
어 일정 내의 관광지 입장료
하노이→후에 야간열차 티켓
(Soft sleeper 4인실)
도시내 이동시 전용차량 제공
1
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9

2019
JAN
5, 12
MAY
4, 11

JUL
AUG

days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Comfort
GROUP SIZE 최소 10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96P
참조

8

Indonesia
Indonesia
Camp Leaky

Rimba Lodge
Tangjung Harapn

페리를 타고 발리로 이동하여, 인도네시아 최고의 바다라 할 수 있는 멘장안 섬에서 스노클링

HIGHLIGHT
➊ 세계 7대 불가사의 보로부두르
사원 역사탐방
➋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쁘람
바난 힌두사원 방문
➌ 가족들과 함께 샤륜구동차를 타고
브로모 화산 생태계 체험

WHAT'S INCLUDED
인천/족자카르타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공항 픽
업 및 샌딩 서비스
가이드 일정 내의 Private 전용 차량 이
동 및 드라이버
족자카르타/케리디 구간 열차티켓
자
바/발리 구간 페리 이동
브로모 화산 롯지 1박
전일
정 조식 제공
웰컴 및 페어웰 디너 제공
멘장안 섬에서
의 점심 도시락
보로부두루 사원 / 쁘람바난 사원 / 브로
모 화산 / 멘장안 섬 해상국립공원/ 울룬다누 사원 입장료 포
함
브로모 화산 4 Wheel Drive 투어
멘장안 섬 해상국
립공원 내 스노클링 투어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없이 최고의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로 아프리카 여행의 백미인 사파리 투어를

세렝게티
마이그레이션(롯지)
+레이크만야라

Kumai

화산에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는 것은 평생 잊기 힘든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후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모험을 찾아 떠나고자 한다면 아프리카는 두말할 나위

20, 27
3, 10

Kumai

Jakarta

화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한 곳인 인도네시아. 그중 첫째로 손꼽히는 절경으로 알려진 브로모

투어를 합니다.

출발 날짜

동합니다. DAY 6 인천 인천에 도착합니다.

➊ ‘숲에 사는 사람’, 보르네오의 오랑우탄
말레이어로 ‘숲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오랑우탄은 국제 연합 IUCN의 Red List에서 위기 범주
에 속해있으며, 현재 보르네오섬과 수마트라섬에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랑우탄 관찰지에서 빠지지
않는 명소 보르네오섬에서 오랑우탄을 관찰해보고 그 외에도 긴코원숭이, 타이완표범, 사향고양이, 말
레이 곰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찾아보세요.

HIGHLIGHT

꼽히는 보로부두르 사원과 자바 건축의 정수로 꼽히는 쁘람바난 사원을 둘러봅니다. 세계에서

오랑우탄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세요. 진정한 패밀리 어드벤처의 시작입니다.

DAY 1 인천/자카르타 인천을 출발, 자카르타에 도착합

현대의 모던함을 두루 갖춘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시작됩니다. 하롱베이에서 1박2일 동안

살아 있는 야외 박물관 족자카르타를 출발하여 세계 7대 불가사의 동남아 최고의 유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에서 그들의 모습을 탐사하러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으로 떠납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숲에 사는 사람,

인천/자카르타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자카르
타/팡갈란 분 국내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공항 픽업
및 샌딩 서비스
조식 3회, 중식 3회, 석식 3회
롯
지 3박 일정상 포함된 관광입장료 1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days

참조

종족이었을까요? 여기 인간의 모습과 닮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인간과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WHAT'S INCLUDED

8

선상 유람을 하며 낭만적인 밤으로 빠져듭니다.

94P

태초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털이 가득하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문화를 구축한

➊ 보르네오 섬 탄중 푸틴 보호구역의 대표적인 오랑
우탄 보호지이자 큰 규모를 자랑하는 캠프 리키
➋ 오로지 보르네오 섬에만 서식하는 희귀동물 		
코주부원숭이

현지문화에 보다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은 2,000여년의 역사와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Comfort
GROUP SIZE 최소 6명 최대 1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days

HIGHLIGHT

베트남 종단
패밀리여행

Pondok
Tanggui

days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Comfort
GROUP SIZE 최소 4명 최대 16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104P
참조

즐겨보세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세렝게티 대초원에서 야생동물을 찾아
게임드라이브를 즐기고 밤에는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럭셔리한 롯지에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 봅니다.

HIGHLIGHT
➊ 세렝게티 국립공원 생태계 탐험
➋ 응고롱고로 분화구 내에서 빅 파이브
동물 관찰

WHAT'S INCLUDED
인천/아루샤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공항 픽업 및
샌딩서비스 아루샤 호텔 1박, 세렝게티 롯지 2박, 응고롱고
로 롯지 1박, 레이크 만야라 롯지 1박 호텔 숙박 시 조식 제
공
롯지 숙박 시 뷔페식 조/석식 제공
사파리 투어 시
메뉴 선택이 가능한 점심 도시락 제공
세렝게티 국립공원
입장료
응고롱고로 국립보호구 입장료
레이크만야라
국립공원 입장료
지붕 개폐가 가능한 사파리 전용 사륜구
동차량 1억원 CHUBB 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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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fferent
Honeymoon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 아프리카 초원 한 가운데에 남겨지는 상상, 어둠만이 남은 광활한 땅에서 쏟아질
듯한 별을 함께 보는 상상.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으로의 허니문을 꿈꾸고 있다면 익스트림 허니문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깎아지를 듯한 절벽에 매달린 공중호텔에서부터 전용 헬기를 타고가는 에레베스트 뷰 호텔까지
서로에게 이번만큼은 최고의, 평생 잊지못할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09

ADVENTURE STAGE

Bhuta
n Paro

TOP 5
Adventure
Honeymoon

Natura
Vive

1

Skylod
ge Adv
enture
Suite

TOP 5 어드벤처 허니문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당신에게 딱 맞는 허니문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잊을 수 없는 ‘나만의 허니문’을 준비하고 있다면, 일생에 단 한 번인 이

1

페루 성스러운 계곡의 공중호텔
Natura Vive Skylodge Adventure Suite

기회를 평범하게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TOP 5 허니문

해발고도 1200m 절벽에 매달려 허니문의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여행지를 눈여겨보세요. 다소 몸은 힘들지라도 누구도

어떤 기분일까? 페루 쿠스코에서 약 1시간 거리의 성스러운 계

하지못할 스페셜한 허니문의 시간을 만들

곡,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이 공중호텔엔 어드벤처 여

수 있습니다.

행을 꿈꾸는 커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와이어 로프에 매
달려 암벽 클라이밍으로 호텔까지 올라가야 하고 내려올 때는 짚
라인을 타면 된다. 호텔은 총 3개의 캡슐로 외관 재질은 아에로스
페이드 알루미늄과 폴리 카보네이트로 이뤄져 있고, 객실 내부는

2

ar I
Zanzib
afari +
S
o
r
o
orong
nia Ng
Tanza

7.3mX2.5m로 최고급 매트리스와 이불,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다.
내부의 다이닝 공간에선 페루 전통음식으로 차려진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창밖으로는 300도에 가까운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2

탄자니아 응고롱고로 사파리+잔지바르 섬
Tanzania Ngorongoro Safari + Zanzibar

3

부탄 파로 밸리 트레킹+암만 리조트
Bhutan Paro Valley + Amankora
Resort

4

은둔의 왕국 부탄으로의 허니문 역시 특별하다. 고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미니 트레킹+
에베레스트 뷰 호텔
EBC트레킹 + Nepal Everest view
hotel + helicopter

2,600m 파로 계곡에서 트레킹을 시작해 3,140m 가파

사랑하는 사람과 3일간 남체 바자르까지의 에베레스

른 벼랑에 세워진 사원, 탁상 곰파까지 2-3시간의 트

트 베이스캠프 미니 트레킹을 즐기고, 세계에서 가장

레킹을 하며 부탄의 때묻지 않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

높은 3880m 고지의 에베레스트 뷰 호텔에서 하룻밤을

고 돌아와서는 5성급 호텔 아만코라에서 로맨틱한 시

보낸 뒤 헬리콥터로 내려오는 허니문은 어떨까? 네팔

간을 보낼 수 있다. 부탄 왕실 고위층과 외국인들이 주

의 수도 카트만두로 들어가 팍딩에서 루클라까지 비

로 방문하는 이 호텔은 부탄 최고 수준으로, 웰니스 스

행기로 이동한 뒤 3일간 남체 바자르까지 트레킹을 하

파와 마사지, 럭셔리 다이닝이 가능해 커플들의 아름

면서 네팔의 대자연을 만나게 된다. 이후 에베레스트

답고 낭만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부탄의 붐탕 밸리

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상보체의 호텔 에베레스트

에서 생산한 꿀과 야크 고기 등 로컬 식재료로 부탄의

뷰에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낸다. 돌아올 때는 상보

식문화를 체험해보는 것도 잊지못할 시간이 될 것이

체 이륙장에서 루클라까지 4-5인승 헬기로 돌아오는

다. 이외에 부탄의 겨울 수도였던 푸나카와 팀푸 등을

데 이 때 역시 장대한 에베레스트 산군 조망이 가능해

방문해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부탄의 분위기도 느끼고

잊지못할 시간이 될 것이다.

5

3

Valley
+ Ama
nkora
Resort

멕시코 유카탄 반도 + 쿠바
Mexico + Cuba, Yucatan

멕시코 남부 카리브해를 품은 해안 리베라 마야 그리
고 쿠바 아바나까지, 어드벤처 허니무너에게 딱 맞는
곳이다. 리오 세크레토의 동굴과 석회암이 만들어 낸
천연 수영장 세노테 등에서 케이브 스쿠버다이빙이
가능하고, 유카탄 마야유적을 찾아 떠나는 하이킹과
트래킹이 가능하다. 친환경적인 리베라 마야의 특급
리조트에선 거북이, 산호초와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
다. 칸쿤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의 쿠바에서는 시간
이 멈춘듯 한 아바나 구도심을 탐험하고, 바라데로 리
조트에서 휴식을 취하자.

친절하고 따뜻한 부탄 사람들도 만날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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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에서 사자와 표범, 버팔로, 코끼리, 코뿔소 등의 빅 파이
브 동물 관찰이 가능한 응고롱고로, 세렝게티 사파리를 즐기고 국
립공원 내 응고롱고로 분화구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롯지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이후엔 아루샤 킬리만자로 공항에서
비행기로 잔지바르 섬까지 이동해 에메랄드 빛 바다에서 낭만적
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온전한 휴식과 어드벤처 여행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 다양한 경험과 낭만적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커플들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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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세렝게티
사파리+
잔지바르

10

days

Real Africa
Honeymoon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그 위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야생동물을 찾아 세렝게티에서 게임 드라이브를 즐기고 밤에는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럭셔리
롯지에서 여독을 풀어 봅니다. 사파리를 끝낸 뒤 섬으로 건너가 아름다운 인도양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잔지바르에서의 휴양까지, 특별한 추억이 될 허니문을
만들어 보세요!

INFORMATION
FROM

₩
HIGHLIGHT
➊ 아름다운 인도양의 섬 잔지바르에서의 휴식
➋ 세렝게티, 응고롱고로 등에서 즐기는 동물 사파리
➌ 국립공원 한 가운데에서 보내는 낭만적인 하룻밤

WHAT'S INCLUDED

DAY 1 인천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DAY 2 아루샤 경
유지를 거쳐 아루샤 킬리만자로 공항에 도착한 후 전
용 차량을 타고 호텔로 이동합니다. 오후 3-4시경에
호텔 도착하면 자유시간을 보내고 저녁식사를 한 뒤
휴식합니다. DAY 3 세렝게티 세계 자연 유산인 세렝
게티 국립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중 마사이족 마

사파리 후 킬리만자로 공항으로 이동한 뒤 잔지바르

예상 항공가 160만원, 순수 투어비 3,790,000원

로 항공 이동합니다. 잔지바르 공항에 도착하면 개별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Comfort
GROUP SIZE 최소 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자유여행이 시작됩니다. DAY 8 잔지바르 호텔 혹은
리조트에서 휴양을 즐기거나 자유 시간을 보냅니다.
DAY 9 경유지 잔지바르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편 항
공편에 탑승합니다. DAY 10 인천 경유지를 거쳐 인천

출발 날짜 상시 출발

공항에 도착합니다.

을, 응고롱고로 분화구와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지나
가며 사파리를 할 수 있습니다. DAY 4 세렝게티 일 년

Serengeti NP

내내 성수기라 할 정도로 아프리카 대 자연을 있는 그

Ngorongoro Creater

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인 세렝게티에서 게임드라이브
를 즐깁니다. DAY 5 응고롱고로 14,763㎢ 규모의 탄자

Kenya

WHAT WE CAN DO

인천/아루샤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킬리만
자로 공항 픽업 및 샌딩서비스
아루샤 호텔 1박
세렝게티 국립공원 내 최고급 롯지 2박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내 최고급 롯지 1박, 레이크만야라 최고급 롯
지 1박 잔지바르 호텔 혹은 리조트 2박
호텔 숙박
시 조식 제공
롯지 숙박 시 뷔페식 조/석식 제공
사파리 투어 시 점심 도시락 제공 세렝게티 국립공원
입장료, 레이크만야라 국립공원 입장권
응고롱고로
국립보호구 입장료 지붕 개폐가 가능한 프라이빗 사
파리 전용 사륜구동차량 1억원 CHUBB 여행자보험

ITINERARY

5,390,000~

Arusha

Lake Manyara

Kilimanjaro

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 동물 보호구역인 세렝게
티 아침 사파리 후 응고롱고로 국립보호구로 이동합
니다. DAY 6 레이크만야라 외부와 단절된 환경을 제
공하여, 그 안에서 서로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

Tanzania

도록 돕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 ‘노아의 방주’라는 별
명을 가진 세계 최대크기의 원형 분화구인 응고롱고
로 국립공원 게임 드라이브를 즐기신 뒤 레이크만야
라 국립공원으로 이동합니다. DAY 7 잔지바르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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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nzibar

➊ 응고롱고로 분화구, 세렝게티 국립공원 레이크만야라 탐험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바나 지역,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폭발 전에는 킬리만자로만큼 높은 산이었던
응고롱고로 분화구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얼룩말, 누 사이에
서 BIG5(사자 ,코끼리, 코뿔소,버팔로,표범)을 찾는 재미를 즐겨보세요. 또 지붕이 오픈 되는 사파리
전용차량을 타고 여러분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게임드라이브를 즐기며 눈앞에 지나가는 야생동물을
사진에 담아보세요.
➋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파리 별장, 롯지에서의 편안한 숙박
사파리의 별장이라 불리는 탄자니아 국립공원의 4성급 이상의 호텔에 머물며 럭셔리한 휴식을 취해
보세요. 다양한 뷔페식 아침과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면 어느 호텔보다 아름
다운 초원의 경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➋ 아름다운 잔지바르, 능귀해변에서의 휴양
허니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휴양 시간! 아름다운 인도양을 바라보며 고급 리조트에서 즐기는 꿀 같은
휴식 및 자유일정으로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숙소 타입 및 체류 일수에 따라 전체 투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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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에베레스트
허니문

7

days

WHAT WE CAN DO

Everest
Honeymoon
루클라를 기점으로 셸파들의 고향인 남체 바자르를 지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경을 가진 호텔이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텔 중 하나인 에베레스트

히말라야의 경관은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➋ 최고의 높이,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호텔!
호텔 에베레스트 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 중 하나로, 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환
상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호텔입니다. 호텔 에베레스트 뷰에서의 1박은 잊지 못할 추
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INFORMATION

뷰 호텔로 떠나는 단 한번뿐인 허니문입니다. 네팔의 웅장한 에베레스트 산군들을 전망하기에 가장 좋은 에베레스트 뷰 호텔로 향하는 3일간 트레킹을
통해서 짧지만, 네팔 트레킹의 매력에 빠질 것입니다. 이와더불어 에베레스트 뷰 호텔에서 루클라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네팔

➊ 헬기에서 바라보는 히말라야
호텔 에베레스트 뷰에서 루클라로 이동할 때는 4-5인승 헬기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
다. 헬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네팔 히말라야의 경관은 색다른 경
험이 될 것입니다.

FROM

₩

3,720,000~

예상 항공가 110만원, 순수 투어비 2,620,000원

HIGHLIGHT
➊ 3,880m 고지에 위치한 호텔에서의 하룻밤
➋ 헬기를 통해 내려다보는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전경
➌ 붉게 물들어가는 에베레스트의 일몰 감상
➍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카트만두의
구시가지 탐험

WHAT'S INCLUDED
인천/카트만두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카트
만두/루클라 국내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카트만두
픽업, 샌딩 서비스
에베레스트 뷰 호텔/루클라 편도
헬기 호텔 2박, 에베레스트 뷰 호텔 1박, 게스트하우
스 2박 일정상 명시된 교통편 일정상 포함된 입장
료
조식 5회, 석식 1회
현지 전문 가이드 및 포터
서비스 국립공원 퍼밋 및 TIMS 카드 발급 비용 1
억원 CHUBB 여행자 보험

ITINERARY
DAY 1 인천/카트만두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하여 현지
픽업 기사를 만나 카트만두 호텔로 이동합니다. 호텔
에 도착하면 트레킹 가이드와의 미팅시간이 준비되어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Comfort
GROUP SIZE 최소 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상시 출발

있습니다. DAY 2 팍딩 아침 일찍 국내선을 타고 루클
라로 이동합니다. 가이드와 포터들과의 미팅 후 비교
적 쉬운 트레킹으로 팍딩에 도착합니다. DAY 3 남체

China

바자르 두 코시강의 강둑을 따라 트레킹을 시작해 식
당, 호텔, 가게 등이 많이 있는 남체 바제르로 이동합
니다. DAY 4 호텔 에베레스트 뷰 남체 뷰 포인트를 지

Namche Bazaar

나 호텔 에베레스트 뷰로 이동합니다. 호텔 에베레스
트 뷰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텔 중 하나 입니다.
DAY 5 카트만두 20분의 짧은 트레킹으로 샹보체 이륙

Kathmandu

Hotel
Everest View

Phakding

장으로 이동합니다. 샹보체 이륙장에서 헬리콥터를

Lukla

타고 루클라로 이동한 뒤 다시 국내선을 이용해 카트
만두로 이동합니다. DAY 6 카트만두 조식 후, 시티투
어를 즐깁니다. 전용차량과 전문 투어가이드가 함께
할 것입니다. 페어웰 디너를 즐긴 후 공항으로 이동합

Nepal

니다. DAY 7 인천 인천에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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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시아

Bhutan Classic
Honeymoon

베트남
하롱베이
크루즈

6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과 왕궁, 사원, 티없이 맑은 히말라야 설산으로 떠나는 트레킹 등 여행자를
매료시킬만한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더불어 최고급 리조트인 암만 리조트에서 머물면서 특별한
경험을 남겨 보세요!

days

days

ITINERARY

지구상의 마지막 샹그릴라로 손꼽히는 은둔의 왕국 부탄은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입니다. 때묻지 않은 순박한 부탄 사람들과 수백 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옛 모습을

5

부탄 허니문
클래식

DAY 1 인천/방콕 인천을 출발하여, 방콕에 도착합니
다. DAY 2 팀푸 가이드와 미팅 후, 파로에서 파로 종을
둘러본 후, 팀푸로 이동하여 타쉬쵸 종을 둘러봅니다.
DAY 3 푸나카 부탄의 겨울 수도였던 푸나카로 이동합
니다. 모츄 강과 포츄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푸나카

HIGHLIGHT
➊ 지구 상의 마지막 샹그릴라로 손꼽히는 은둔의
왕국
➋ 세계 최초로 국민총행복(GNH)이라는 개념을 만들
어 낸 부탄에서의 행복 찾기
➌ 티 없이 맑은 히말라야 설산과 이를 터전으로 살아
가고 있는 순박한 부탄 사람들과의 만남

WHAT'S INCLUDED
인천/방콕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방콕/파
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부탄 암만 리조트 3박
디럭스 식사, 캠핑 식사 등 전 일정 식사 부탄정부
TAX 및 트레킹 퍼밋 전용차량, 각종 입장료, 현지 가
이드, 포터 부탄 비자 발급비용 1억원 CHUBB 여
행자 보험

는 1577년에 세워진 부탄의 겨울 수도로 옛 왕궁과 사
원 등 고풍스런 건물이 많습니다. DAY 4 파로 가벼운

더 없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3,000여 개의 섬이 옹기종기 모여 산수화에서나 나올 듯한 빼어난

바바의 전설이 깃든 탁상곰파를 다녀옵니다. DAY 5 방

자연경관을 뽐내는 하롱베이에서 1박 2일 동안 선상 유람을 즐겨봅니다. 수상마을 탐험은 물론이고

콕 항공 스케줄에 맞추어 파로 공항으로 이동하여, 경

카약킹 및 수영, 해변에서 즐기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잔잔한 바다에서 즐기는 평화로운 휴식!

유지인 방콕으로 이동합니다. DAY 6 인천 인천에 도착

선상에서 즐기는 맛있는 요리! 하롱베이 크루즈에서 잊을 수 없는 밤을 즐겨보세요.

합니다.

FROM

₩
WHAT WE CAN DO

➋ 파로계곡 탁상곰파 트레킹
부탄의 청정지역인 파로계곡을 따라 탁상곰파 트레킹을 합니다. 발을
딛는 모든 지역이 그야말로 순수 자연그대로의 청정 지역입니다. 친절
한 가이드와 함께 부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가벼운 트레킹을 즐
길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짧은 여행 기간 동안 베트남 북부 하롱베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으로 빠져들기에

트레킹을 통해 부탄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자 파드마 삼

INFORMATION

➊ 부탄 최고급 리조트에서의 숙박
부탄 최초의 럭셔리 호텔로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잘 조화된 아만
코라에서의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창 밖으로 그
림같이 펼쳐진 부탄의 자연 풍경은 또 다른 여행의 기쁨일 것입니다.

Halong Bay
Honeymoon

6,030,000~

예상 항공가 153만원, 순수 투어비 4,500,000원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Comfort
GROUP SIZE 최소 2명
GROUP LEADER 현지 가이드 동행

China

➊ 세계 7대 자연경관 하롱베이 1박 2일 크루즈 여행
➋ 하롱베이 해변에서 즐기는 액티비티
➌ 선상에서 맛보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
➍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하노이에서의 자유일정

WHAT'S INCLUDED

출발 날짜 상시 출발
Paro

HIGHLIGHT

Bhutan

인천/하노이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호텔 2
박, 크루즈 1박
조식 2회, 브런치 1회, 중식 1회, 석
식 1회 제공
하롱베이 1박 2일 크루즈 투어 1억원
CHUBB 여행자보험

Thailand

Punakha

Paro

Thimphu

Bhuta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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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CAN DO

Bangkok

ITINERARY
DAY 1 인천/하노이 하노이에 도착하여 전일 자유일정

진행합니다. DAY 2 하롱베이 전용차량으로 하롱베이
로 이동한 뒤 에메랄드 빛 바다 위의 크루즈에서 1박

INFORMATION
FROM

1,290,000~

을 합니다. 잔잔한 바다 위의 부드럽게 움직이는 배 위

₩

에서 잊지 못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DAY 3 하노이 하

예상 항공가 50만원, 순수 투어비 790,000원

롱베이 크루즈 투어를 마친 뒤 하노이로 귀환합니다.

체력지수 Light
SERVICE LEVEL Comfort
GROUP SIZE 최소 2명
GROUP LEADER
현지인 기사 및 하롱베이 크루즈 스태프

DAY 4 하노이 하노이에서 자유시간을 즐긴 뒤, 공항

으로 이동합니다. DAY 5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➊ 세계 7대 자연경관 하롱베이 1박 2일 크루즈 여행 즐기기
에메랄드빛의 잔잔한 바다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사이에서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휴식을 즐기세요. 다양한 해산물 요리와 여유로운 휴식
그리고 액티비티까지. 하롱베이의 그림 같은 바다 위에서 둘만의 차터
여행을 즐기세요.
➋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볼거리를 자랑하는 하노이에서의 자유일정
빠른 경제성장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곳곳에 쇼핑센터가 들어서고 풍
부한 전통 먹거리들이 하노이 길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 과거 프
랑스 지배의 영향으로 프랑스풍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아시아의
‘파리’라고 불리는 하노이를 탐험해 보세요.

출발 날짜 상시 출발

Hanoi

Vietnam

China

Halong Bay

L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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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am
Journey

평생에 한 번, 어쩌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꿈. 상상만으로 그렸던 풍경.
남극점과 북극점에 다가가는 여행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만의 드림
저니를 만들어보세요.

e
orth Pol
N
e
h
T
,
e
th Pol
The Sou

10

ADVENTURE STAGE
Chile

Argentina

punta Arenas

SOUTH POLE
ADVENTURE

Antarctica

Union Glecier
Camp

Geographic
South Pole

남극점 어드벤처

남극점 도달의 역사
남극점을 향한 인류의 탐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극지 고원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다. 1901년~1904년 사이 영국 항해사인 로버트 팔
콘 스콧은 에드워드 윌슨, 어니스트 섀클턴과 함께 처음으로
극지 고원에 입성해 위도 82분선에 다다른 신기록을 세웠다.
이후 스콧과 아문센이 남극점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고, 1911년 12월 14일 57일간의 여정 끝에 아문센은 4명
의 동료와 함께 남극점에 먼저 노르웨이 국기를 꽂았다. 이
듬해 1월 17일 스콧이 남극점에 도착했지만 이미 노르웨이
국기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꼈다. 다섯명의 탐
험가들은 모두 돌아오는 길에 사망했다.
노르웨이의 아문센 탐험대가 최초로 남극점을 탐험한 이후
셰클턴은 다시 남극점을 향해 출항했으나 남극 얼음에 갇혀
조난을 당한다. 셰클턴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2년여 만에 전원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해 국
민적 탐험 영웅이 됐다. 아문센과 스캇 이후로 44년 동안 누
구도 남극점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후 1957년 2월 남극점의
첫 번째 기지가 설립되며 본격적인 극지 생태계 연구가 시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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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점 관광의 시작
1988년 1월11일 여행객을 위한 첫 비행기가 남극점에 도착했다. 15명의 관광객은 비행기 두 대에
나눠 타고 남극점에 착륙했다. 관광객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하기 위해서 각각 2만5,000달러

남극점의 지리와 기후

와 3만5,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한다. 비행기 두 대 중 다른 한 대보다 먼저 도착하기를 희망했던 7

남극점은 해발 2,835m에 위치한다. 낮은 기온과 극지

명의 승객들은 다른 비행기보다 약 15분 먼저 도착하는 대신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환경 특수성으로 인해 3,230m의 기압과 동일하다. 항
공으로 도착하는 여행객은 쉽게 고산증을 느끼고, 가

남극점을 향한 험난한 여정, 스키 여행

벼운 움직임으로도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느낀다. 고
산에 오를 때처럼 물을 많이 마시고, 아스피린을 복용

남극을 넘어 남극점까지 스키로 가는 어드벤처 여행이 있다. 비행기로 5시간 칠레의 푼타 아레나

하는 것이 좋다.

스에서 남위 88도 페트리어트 힐스 남극 국제 기지까지 간 다음 남위 90도까지 스키로 10여일간 이

대략 3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남극점의 밤이고

동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선거리로 110km이지만 남극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블리

최고 영하 80도까지 떨어진다. 6개월간 지속되는 남극

자드를 뚫고 나침반과 GPS에 의지해 지그재그로 가야한다. 최저 영하 89도까지 떨어지는 이 곳은

점의 밤은 달이 2주 동안 떠 있고, 다시 뜨기까지 2주

여름인 12월과 1월 이렇게 단 두 달만 여행이 가능하다. 체감온도 영하 50도, 강한 추위로 인한 해

의 시간이 걸리는데 건조하고 청명한 남극점의 달빛

발 4,000m급의 고산증세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스키 여행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을 낮이라고 착각하게 한다. 남극점의 낮은 9월22일부

보통 남극의 해안가는 11월~3월까지 여행이 가능하고 펭귄, 고래, 알바트로스 등 많은 동식물을 볼

터 3월 22일까지 지속되고 24시간 태양이 떠 있어, 남

수 있어 인기가 있다. 연간 약 2만명에 달하는 남극 여행자들이 크루즈를 선택한다. 하지만 남극점

극점의 여름이기도 하다. 탐험가나 여행객들이 남극

을 향한 내륙 어드벤처 여행자는 채 200여명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더욱 특별한 여행으로 남을 수

점을 방문하는 시기는 남극점이 가장 따뜻한 12월 1월

있다.

이고, 평균 영하 30도이다.

남극점
볼거리

아문센 스콧 남극점기지Amunsen-Scott
South Pole Station

남극점에서 300여미터 떨어진 위치에 미국 남
극점 기지가 있다. 겨울에 50여명, 여름에는 300여명이
상주하는 과학기지이다. 현재 남극점기지의 모양은 E
형태, 또는 말발굽 두 개를 놓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기지의 창문은 3중 유리로 되어있고 출입구엔 200kg의
육중한 문이 있다. 내부에는 실험실과 컴퓨터실 등의
사무공간과 식당과 바, 병원, 세탁실, 상점, 온실, 음악
연습실 등의 편의 시설이 있다. 겨울엔 남극점 기지의
외부 온도가 최하 8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난방을 위
한 기름은 필수다. 그래서 기름 한 통(1배럴)의 가격이
만 달러라고 한다. 기지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위치에
남극점을 표시하는 Pole Marker가 남극협약에 참여한
국가의 국기 속에 둘러 싸여 있다. 가까이 빙하 위에는
활주로가 있는데 남극 로즈 아일랜드에 위치한 미 정부
남극연구센터인 맥머드 기지와 연결된다.

세레모니용 남극점 표시
붉은색과 흰색의 줄무늬로 된 이발소 기둥모양, 크롬으
로 된 지구본이 얹혀 있는 남극점 표시로 남극조약의
가맹 12개 국기가 이 기둥 주위에 꽂혀 있어 사진 찍기
에 좋은 장소이다.

지정학적 남극점 표시Geographic South Pole

남극점의 얼음은 매년 서쪽으로 10m 가량 움직이는데
이는 남극점이 매년 여름마다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 남극점은 매년 새로 지정되며 4m 길이의 쇠기둥으
로 표시된다. 기둥의 상단에 마커가 있는데 해마다 바
뀐다.
디자인은 남극점 미국기지에서 그 해 이전의 겨울을
지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그 디자인이 매우
독특하다. 1미터의 간격을 두고 미국 국기와 남극점의
고도, 지형학적 남극점을 표시하는 남극점 표지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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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남극점
항공으로 가기

11

days

South Pole
Adventure
더 이상 남극점은 탐험가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자연이 허락하는 선에서 항공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방문하실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 입니다.

INFORMATION

남극점에서의 하룻밤을 보내며 그 누구도 즐기지 못한 나만의 위대한 경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 눈보라 치는 설원과 빙하지대,

₩

62,390,000~

예상 항공가 150만원, 순수 투어비 60,890,000원

HIGHLIGHT
➊ 대한민국 5번째 남극점 방문
➋ 남극의 유니언 글래셔 탐험
➌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 탐방
➍ 남극점 셰프의 저녁 만찬

WHAT'S INCLUDED
인천/푼타아레나스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푼타아레나스 호텔 2박, 남위 90도에서 남극 캠프 4박
푼타아레나스-남극 왕복 항공권, 유니언 글래셔-남
극점 왕복 항공권, 25kg 무료 수화물 제공 남극 일정
시 전 식사 제공
가이드
와 함께 설원과 빙하지대인
유니언 글래셔 탐험
남
극점 도달 축하 식사 및 남
극점 탐험 확인증서 제공
남극 전문 가이드 및 관련
강의 제공

138 |

ITINERARY
DAY 1 인천/푼타아레나스 인천을 출발하여 남극 여행
의 시작지인 푼타아레나스로 이동합니다. DAY 2~3 푼

있습니다. 유니언 글래셔를 베이스캠프로 머물며 날
씨가 허락하는 날 남위 90도, 남극점으로 항공 이동하
여 1박을 진행합니다. DAY 9 or 10 푼타아레나스 특별
했던 남극점 여행이 종료됩니다. 날씨와 남극 활주로

타아레나스 남극점 여행 전 준비 기간입니다. 현지 가

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예정대로 푼타 아레나스로 돌

이드와 만나 여행시 필요한 물품을 체크하고 주의사

아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DAY 11~20 푼타아레

항에 대해 안내 받습니다. DAY 4 남극 남극으로 떠나
는 날입니다. 날씨가 허락하는 한 예정된 일정에 맞춰
항공으로 이동합니다. DAY 5~8 유니언 글래셔/남극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Comfort
GROUP SIZE 최소 4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동행
출발 날짜
2018
DEC

2019
21

나스/인천 국제 항공을 이용하여 인천에 도착합니다.
※ 남극점 여행은 자연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모든 일
정이 진행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점 남극 전문 가이드와 함께 남극의 유니언 글래셔를

상황에 대비하여 투어 종료 후 일주일 정도를 예비 기

탐험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

간으로 준비합니다.

JAN
DEC

2020
03
29

JAN

Argentina
Chile

Punta Arenas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Antarctica

a Glecier
Union
Camp

Geographic
South Pole

03

WHAT WE CAN DO

FROM

크레바스 구간을 지나는 짜릿한 순간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➊ 남극점에서의 하룻밤
14,000,000㎢로 펼쳐진 순백의 대륙의 한 가운데인
남극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특별한 순간을 만끽합
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이번 숙
소는 난방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극한의 환
경 속에서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극점 전문 셰프가 준비한 저녁만찬을 여정을 함
께한 동료들과 즐기며 남극점 탐험 완료를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➋ 남극점 탐험 확인증서 제공
이번 여정에서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4~6시간 가량
비행기를 타고 남극점에 도달합니다. 비행기는 남
극점 표식 근처에 활강하며 남극점 기지도 함께 방
문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일반인으로써 남극
점에 탐험에 성공한 사람이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
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모든 일정이 종료
된 후 공신력 있는 남극점 탐험 확인증서를 제공합
니다.
➌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 탐방
남극점에 위치한 유일한 기지, 아문센 스콧 기지를
둘러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문센 스콧
기지는 비행기가 활강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연구
원들의 허락 하에 기지 안으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기지 밖에서는 남극점을 알리는 표식이 있어 기념비
적으로 남을만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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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북극

북극점
항공으로 가기

7

북극점
쇄빙선으로
가기

14

days

days

North Pole
Flight

Arctic
ice breaker

매년 4월, 1년에 단 한번의 출발만 가능한 북극점 항공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항상 변하는 북극점의 위치 또한 이 여행을 더욱 스릴 넘치게 합니다.

모두가 한번쯤 소망하는 꿈의 여행지, 북극점 여행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군용 쇄빙선을 타고 북극점으로 도달하는 이번 여행에선 단순히

혹독한 자연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는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과 북극점에서의 세레모니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북극점 도달만이 아닌 다양한 생태계를 탐험하실 수 있는 복합 여행입니다. 북극곰, 물범 등 혹독한 자연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는 동식물과 헬기를 타고
둘러보는 북극의 광활한 얼음 평원까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HIGHLIGHT
➊ 비행기를 타고 북위 88도에 도달
➋ 헬리콥터로 북위 90도의 북극점에 도달 후 세레모니
➌ 노르웨이의 북극 마을 롱이어비엔 탐방

WHAT'S INCLUDED
인천/오슬로 국제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오슬로/
롱이어비엔 국내선 왕복 항공권 및 텍스
호텔 5박,
북극 캠프 1박 롱이어비엔에서의 웰컴 디너 북극
점까지의 헬리콥터 이동, 바르네오 기지 방문
북극
에서의 일정 시 전 식사 및 음료 제공 북극 전문 가이
드 및 관련 강의 제공 긴급 구조 보험

ITINERARY
DAY 1 인천/오슬로 인천공항을 출발, 오슬로에서 도착

지 가이드를 만나 이번 일정에 관해 간단한 브리핑을
듣습니다. 저녁에는 앞으로 함께할 그룹원들과 만나
만찬을 즐깁니다. DAY 3 바르네오 기지/북극점 비행기
를 타고 북위 88도의 바르네오 기지Barneo research

FROM

₩

28,540,000~

예상 항공가 160만원, 순수 투어비 26,940,000원

터를 타고 북위 90도의 북극점에 도착하여 2-4시간 정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Comfort
GROUP SIZE 최소 4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동행

도 머무르며 동행자들과 함께 세레모니를 즐깁니다.

출발 날짜

station로 이동합니다. 기지에는 텐트, 따뜻한 차와 간
식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 상황에 따라 헬리콥

DAY 4 롱이어비엔 북극점 일정을 마치고 롱이어비엔
으로 돌아옵니다. 롱이어비엔에서의 자유일정이며 현

2019
APR

2020
12

APR

2021
12

APR

12

지 기상상태에 따라 항공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여
Geographic North Pole 90

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DAY 5 오슬로 롱이

Barneo
Ice Camp

어비엔에서 오슬로로 이동하여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DAY 6 오슬로 모든 일정을 종료하고 인천행 항공에 탑
승합니다. DAY 7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하여 1박합니다. DAY 2 롱이어비엔 오슬로에서 롱이어
➊ 1년의 단 한번만 허락되는 북극점으로의 항공 여행
북극점의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빙하가 녹아 비행기 착륙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1년 중 4월 한 달간
만 북극점으로의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 하늘 위에서 지구 안의 ‘하얀별’ 북극을 바라보고 직접 발을
딛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➋ 북극점 착륙
북위 88도의 캠프에서 대기하며 날씨 여건에 맞춰 북극점으로 헬기를 타고 이동합니다. 거대한 얼음덩
이인 북극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북극점의 위치도 항상 변합니다. 현지 스텝들이 GPS 인공위성 장
치를 통해 정확한 북극점의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출발하기 전 미리 국기를 준비하여 북극점 위에 대
한민국 국기를 꼽는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HIGHLIGHT
➊ 북위 90도, 북극점 도달
➋ 프란츠 조셉 아일랜드에서 북극곰 발견하기
➌ 75,000마력의 쇄빙선 탑승

WHAT'S INCLUDED
인천/무르만스크 국제선 왕복항공권 및 텍스
무
르만스크 1박 무르만스크 공항 픽업 서비스 호텔/항
구 – 항구/공항 간 차량 이동 서비스
무르만스크/
북극점 크루즈 (2인실)
엑스페디션 크루즈에서의 전
일정 식사 및 음료 (커피, 차) 북극 탐험을 위한 헬리
콥터 탑승 북극 탐험을 위한 조디악 크루징 북극
해안가 랜딩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는 북극 생태계에
관한 강의 경력이 풍부한 현지 스텝 방수 장화 및
구명 조끼 대여 엑스페디션 파카 제공

ITINERARY
DAY 1 인천/모스크바/무르만스크 여행의 시작지 무르
만스크에 도착하여 1박합니다. DAY 2 무르만스크 핵

발전 쇄빙선에 탑승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든

Svalbard

Sweden
Finland

Oslo

13 무르만스크/모스크바 꿈만 같았던 모든 일정이 종

료됩니다. 아침 식사 후 예정된 항공편에 탑승합니다.
DAY 14 인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3-6 북극으로 항해 바렌츠 해를 통과해 북쪽으로 향합

니다. 북극점으로 가는 길목에선 고래, 북극곰 등을 만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얼음을 뚫고 지나가는 쇄빙선의
강력한 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상여건이 가능한
선에서 헬리콥터를 탑승하여 하늘에서 북극을 내려다

INFORMATION
FROM

₩

39,990,000~

예상 항공가 120만원, 순수 투어비 38,790,000원

는 얼음 위에서 정확한 북극점 위치를 찾아 북극점 탐

체력지수 Average
SERVICE LEVEL Comfort
GROUP SIZE 최소 4명
GROUP LEADER 한국인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동행

방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DAY 8-10 프란

출발 날짜

볼 기회도 있습니다. DAY 7 북극점 북쪽으로의 항해
가 끝나고 북위 90도에 도착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

츠 조셉 아일랜드 북극점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향합

2019
JUL

29

JUL

2020
18, 29
North Pole

계를 탐험합니다. DAY 11-12 남쪽으로 항해 이제 모든

Longyearbyen

Norway

Arctic Circle

일정을 종료하고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합니다. DAY

준비를 끝내고 북극점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DAY

니다. 프란츠 조셉 아일랜드에 멈춰 다양한 북극 생태

Greenland

Russia

WHAT WE CAN DO

WHAT WE 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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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비엔Longyearbyen으로 항공 이동하여 공항에서 현

➊ 헬리콥터를 이용한 북극 탐험
북극으로 향하는 여정 중 최소 1~2회 쇄빙선에서 출발하는 헬리콥터에 탑승해 상공에서 북극을 탐험
해봅니다. 상공에서 바라보는 광활한 얼음 평원은 최고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 기상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➋ 북극에서 펼쳐지는 사진 수업
인생의한번 뿐인 북극점 여행을 좀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 전문 포토그래퍼가 항상 함께합니다. 색다
른 환경인 북극의 모습을 카메라에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전문 포토그래퍼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선상에서 사진 강의도 진행됩니다.

Franz
Josef Land

St. Petersburg
Murmansk

Moscow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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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벤처 트래블 특별 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 10021호
[2014. 12. 19. 개정]

1. 어드벤처 트래블 예약규정 및 조건

투어시작 90일 전~31일 전
투어시작 30일 전~16일 전
투어시작 15일 전~8일 전
투어시작 7일 전~출발 당일

예약규정 및 조건은 여러분의 예약사항에 적용되므로 반드시 주의 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약관은 고객과 회사 간의 전체적인 협약을 정
리한 것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외의 설명이나 보증, 사

예약금, 2차 입금 전액
투어비의 50%
투어비의 70%
투어비의 100%

전 계약, 서비스의 설명에 대한 구두나 서면으로의 진행은 이뤄지지 않

도록 권장합니다. 어드벤처 트래블은 의료에 관련한 어떠한 조언도 제공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

하지 않습니다.

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건강 상태 (질병, 임신 등)

습니다.

4) 아시아

에 따라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약자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

계약 및 예약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는 어드벤처 트래블에 의해 제공됩니

인도네시아

가 각각의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입

취소 시점
투어시작 31일 전
투어시작 30일 전~14일 전
투어시작 13일 전~출발당일

다. 여행을 예약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취소 정책과 책임의 제한 등 예약
규정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약관 및 정책은 아울러 여
러분의 권리와 준거법 적용 등에도 적용 됩니다

수수료 CHARGE
예약금 전액
투어비의 50%
투어비의 100%

베트남

2. 예약금
예약 시 반환되지 않는 예약금은 프로그램당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취소 시점
투어시작 30일 전
투어시작 29일 전~10일 전
투어시작 9일 전~출발 당일

에 대한 안내를 받은 이후 고객의 선택에 의해 예약금을 입금할 시 입금
시점부터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약을 확정하는 고객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어드벤처 트래블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
게 제공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고객이 함께 신청한 경우 예약을 확정한

취소 시점
투어시작 30일 전
투어시작 21일 전~15일 전
투어시작 14일 전~08일 전
투어시작 7일 전
투어시작 6일 전~출발 당일

한 예약에 필요한 모든 동의와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자는 다른 예약자에게 예약 진행에 필요한 자유와 권한을 부여 받기 위
해 모든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대표자가 다른 예
약자에 관해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는 이러한 정보를 어드벤처트래블에 제공하는 사실에 대한 동의와 허락

수수료 CHARGE
예약금 전액
투어비의 10%
투어비의 15%
투어비의 30%
투어비의 50%

네팔

규정을 알리고 어드벤처 트래블과의 관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연관되어 있으며 외딴 지역이거나 개발이 덜 된 지역일 수 있으며 여행

5) 유럽

러 이곳에서 설명된 예약금 개요와 다른 경우가 생기면 예약 시 발송되

TMB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
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드벤처 트래블로 진행되는 지역의 의료 시설의 상황은 다양하고 어드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처 트래블은 어떠한 대표성도 지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의료시

다음과 같습니다.

설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어드벤처 트래블는 식단이나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숙소에 관한 특정한 요구를 한 고객에게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나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6. 미성년자와 함께하는 여행
만 18세의 고객부터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어드벤처 트래블의 모든 프로
그램에서 만 18세 이하의 고객 2명당 1명의 성인이 동행해야만 합니다.
모든 미성년자가 프로그램을 예약할 시 어드벤처 트래블의 승인 하에 프
로그램 참가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어드벤처 트래블이 미성년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
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
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
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자의 여행을 제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와 동행하는 성인이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취소 시점

수수료 CHARGE

투어시작 16일 전

투어비의 30%

리 이임’에 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이 동의서는 투어비 완납 전까지 어드

투어시작 15일 전~출발당일

투어비의 100%

벤처 트래블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

어드벤처 트래블의 재량으로 예약을 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 맞춤여행
의 경우 예약 시 완납하시거나 높은 예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아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의 나라에서 받는 것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면 미성년자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에게 ‘보호자 권

예약이 확정되기 전 언제든지, 어드벤처 트래블의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홈페이지 혹은 안내문에 명시된 가격보다 올리거나 내릴 권한이 있으며

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처 트래블에서 제공하는 여행은 자연과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부탄

고객이 어드벤처트래블에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다른 예약자에 대

을 받아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다른 예약자들에게 예약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 CHARGE
예약금 전액
투어비의 50%
투어비의 100%

니다. 어드벤처 트래블은 특정한 상황에서 고객 혹은 24주 이상의 임산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

7. 어드벤처 트래블의 책임

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어드벤처 트래블은 일부 여행상품과 항공 운송 및 호텔 숙박에 대해 대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

는 송장에 자세한 설명이 제공될 것입니다. 개별 출발 여행과 맞춤 여행

취소 시점

수수료 CHARGE

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뿐 운송수단 자체의 문제와 결함이나 숙박시

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

등이 포함된 두 개 이상의 여행상품을 결합해 예약할 시에는 가장 제한

투어시작 전 121일 전

예약금 전액

설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소재에

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어시작 120일 전~61일
투어시작 60일 전~출발당일

예약금, 2차 입금 전액
투어비 100%

적인 요구 사항이 전체 예약에 적용됩니다.
3. 취소규정

돌로미테

어드벤처 트래블의 모든 상품은 대한민국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5조에
따라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투어의 취소는 반드시 문서(이메일 또는
팩스)로 요청하셔야 하며, 주중 업무시간(월~금, 9am~6pm)에만 가능합
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취소 불가).

취소 시점

수수료 CHARGE

투어시작 62 일 전

예약금 전액

투어시작 61일 전~투어 시작 32일 전
투어시작 31일 전~출발당일

투어비의 50%
투어비의 100%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드벤처 트래블 상품 이용시 불가항력의 재난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남극

환경에 의한 상황(천재지변, 기상 악화, 투어 일정 진행을 위한 운송 수단
취소 시점
투어시작 91일 전
투어시작 90일 전 ~ 출발당일

수수료 CHARGE
투어비의 50%
투어비의 100%

운용 문제) 등에 의해 투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처 트래블에 의
해 여행이 취소됐을 경우 고객은 아래의 보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북극
취소 시점
투어시작 90일 전
투어시작 89~60일 전
투어시작 59일전~출발당일

수수료 CHARGE
예약금 전액
투어비의 50%
투어비의 100%

아프리카 종단
취소 시점
투어시작 57일 전
투어시작 56일 전~ 투어 시작 30일 전
투어시작 29일 전~출발당일

수수료 CHARGE
예약금 전액
투어비의 50%
투어비의 100%

소가 축소되거나 제공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여행 도중 적절한 대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고객이 이 대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쓰이지 않은 투어비의 일부분을 환불하게 됩니다. 중요
한 변경사항에는 배 및 교통편의 대체나 여행 일정 변경, 숙박시설 변경,
객실 등급 변경 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탄자니아
취소 시점
투어시작 57일 전
투어시작 56일 전~ 투어시작 30일 전
투어시작 29일 전~출발당일

수수료 CHARGE
예약금 전액
투어비의 50%
투어비의 100%

만약 통제할 수 없는 상황(천재지변, 기상 악화, 선박 운용 문제 등)에 의
해 현지 업체에서 계획된 여행 일정 혹은 항로를 변경하거나 일정이 지
연되는 경우, 여행자는 변경된 일정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의료 요건 및 특별 요구사항

3) 남미

모든 고객은 여행을 위해 그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에 대해
취소 시점
투어시작 9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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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에 상응하는 추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 출발 후 중요한 요

수수료 CHARGE
예약금 전액

들어보아야만 합니다. 어드벤처 트래블은 모든 고객에게 필요한 예방접
종을 권장하며 어드벤처 트래블과 여행하는 고객의 의료 상태를 확인하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간 오류 등)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2) 어드벤처 트래블의 면책사항
운송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출발 및 도착지연, 미취항, 짐 분실 등 (책임에
대한 보상 청구는 항공사에 직접 문의)
숙박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손상, 상해, 사고, 호텔의 변경 등 (책임
에 대한 보상 및 배상 청구는 숙박시설에 직접 문의)
자유여행 시간 중 발생한 모든 문제 (자유 여행 중 발생한 손해, 손상, 질
병 및 상해 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혹은 어떠한 이유에

피한 상황에 따라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
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
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
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
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
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
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
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
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
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

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

숙박시설의 예약 및 확약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숙박일 및 체제기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간 등의 파업•휴업 등 불가

에서 기존에 예약했던 상품보다 비싼 대체 여행 상품을 요구한다면 고객

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의하여 발생하더라도 어드벤처 트래블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환불 받아야 하는 상황

2) 아프리카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

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

2) 사용되지 않은 투어비의 일부분 환불

통권, 입장료와 같은 부수적인 지출 또는 정신적 피해와 같은 간접적인

제11조(여행요금)

운송수단의 예약 및 확약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출발일 오류 및 체

1) 대체 여행상품 이용 가능

어드벤처 트래블은 고객이 비자나 예방 접종, 반환 불가의 항공권 및 교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1) 어드벤처 트래블의 책임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
4. 어드벤처 트래블에 의한 취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

예) 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취소하셔야 합니다.
1) 극지

인정될 때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제기간 오류 등)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 규정에서 언급했듯이, 고객은 어드벤처 트래블에 투어비 완납 전까
지 건강 상태에 대해 알려야 하며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사항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
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
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
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
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
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
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
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
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
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
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

8. 불만제기

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

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

어드벤처 트래블이 제공하는 숙박 시설이나 그 외의 서비스에 있어서 만

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

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족하지 않는다면 현지 가이드 혹은 한국인 인솔자에게 알려야 문제를 시

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

(환급)하여야 합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즉시 불만 사항을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에 대한

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지한 경우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정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후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

의 불만 사항은 여행 종료 후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

취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9. 가격 정보
어드벤처 트래블 브로셔에 기재된 투어 비용은 브로셔를 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교통비 인상, 유류할증료 인상, 현지 환율과 비용
에 따른 인상, 공항 혹은 항구에서의 세금 인상 등의 이유일 때 투어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
다. 따라서 브로셔와 홈페이지상 가격의 차이가 발생 할 경우 홈페이지
상 가격이 우선됩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
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
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

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

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

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

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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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PAGE REFERENCE
앞으로 떠나게 될 여행에 대해 최대한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투어 페이지에는 아주 많은 정보를 압축해 놓았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은 투어 프로그램의 구성과 특징을 확인하세요. 여행이 점점 가까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1

page

Tour name

Country
극지

page

Tour name

Country

112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오랑우탄 투어 5일

인도네시아

28

남극 & 파타고니아 W-TREK 17일

남극, 아르헨티나, 칠레

123

베트남 종단 열차 8일-패밀리

30

남극 크루즈 & 플라이트 11일

남극, 아르헨티나, 칠레

123

인도네시아 자바발리 어드벤처 9일-패밀리

21

남극 & 파타고니아 핵심투어 13일

남극, 아르헨티나, 칠레

130

에베레스트 뷰 허니문 7일

네팔

32

북극 스발바르 익스프레스 12일

북극, 노르웨이

132

부탄 클래식 허니문 7일

부탄

34

여름 북극- 스발바르 익스프레스+노르웨이 3대
트레킹 18일

북극, 노르웨이

133

하롱베이 크루즈 허니문 5일

138

남극점 플라이트 13일

남극, 칠레

140

북극점 플라이트 7일

북극, 노르웨이

141

북극점-쇄빙선 14일

북극, 러시아

50

킬리만자로 산장트레킹(마랑구르트& 사파리 11일)

탄자니아

52

킬리만자로 마차메 루트 10일

탄자니아

53

킬리만자로 롱가이루트 10일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86

케이프타운 to 아디스아바바 아프리카 종단 22일

106

세렝게티 마이그레이션(롯지)+레이크만야라
사파리 8일

탄자니아

탄자니아 &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중북부 여행
10일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베트남

2

64

페루 정통 잉카 트레일 10일

페루

66

칠레 토레스 델 파이네 w트레킹 + 모레노 빙하
12일

칠레

88

남미 베스트 20일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90

중미 하바나 to 산 호세 22일

멕시코, 쿠바, 벨리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113

페루 핵심투어 10일

114

쿠바 핵심투어 10일

117

페루 to 볼리비아 10일

73

캐나다 로키 트레킹 10일

세렝게티 마이그레이션(롯지)+레이크만야라
사파리 8일-패밀리

탄자니아

128

리얼 아프리카 허니문 사파리+잔지바르 10일

탄자니아

아시아
56

안나프루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9일

네팔

58

에베레스트 & 고쿄리 트레킹 16일

네팔

60

부탄 드룩패스 트레킹& 헤리티지 여행 10일

부탄

62

티벳 카일라스 마운틴 트레킹 & EBC Tibet Kailas
16일

티벳

74

천산산맥 트레킹 9일

키르키즈스탄

81

라다크 트레킹 12일

인도

92

히말라야 4개국 어드벤처 18일

96

베트남 종단 열차 8일

98

인도네시아 자바밸리 어드벤처 9일

100

티벳 칭짱열차 여행 8일

티벳

102

인도 라자스탄 기차여행 12일

인도

103

스리랑카 헤리티지 기차여행 7일

스리랑카

112

몽골의 별, 사막 그리고 초원 9일

몽골

115

코카서스 3개국 하이라이트 13일

코카서스

부탄, 티벳, 네팔, 인도

7
3
8

페루
쿠바
페루, 볼리비아

캐나다

하와이 파노라마 뷰 트레킹 7일

하와이
유럽

1 DAYS

시즌별 프로그램 출발 가능일에 대해 표기한

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프로그램 비용과 예상 항공비용, 순수 투어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

것으로 투어가 출발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실

습니다.

수있습니다. 출발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빨

체력지수

간색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46

뚜르 드 몽블랑 트레킹 완전일주 11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47

오뜨루뜨/몽블랑에서 마테호른까지 9일

프랑스, 스위스

68

돌로미테 알타 비아 no. 1 트레킹 10일

이탈리아

70

노르웨이 3대트레킹 9일

노르웨이

71

아이슬란드 라우가베구르 + 핌보르두할스 롯지
트레킹 10일

아이슬란드

72

하이타트라 트레킹 9일

슬로바키아

76

카미노 데 산티아고 트레킹 9일

스페인

및 횟수, 각 지역별 포함 투어 내용을 간단히

77

카미노 데 산티아고 사이클 10일

스페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8

코르시카 GR20 9일

프랑스

80

아말피 해안+ 베수비오 화산 9일

75

밀포드 트레킹 9일

오세아니아

2 HIGHTLIGHT
이번에 경험하게 될 투어 프로그램의 핵심

각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체력을 표기한 것으로 크게 Hard(하루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10km 이상 트레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소 강한 체력이 요구됨),

8 MAP & ROUTE

Average(가벼운 트레킹과 다양한 액티비티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투어 중 거쳐가게 될 루트를 표시한 지도입

평균 이상의 체력), Light(걷기와 기본 관광이 가능한 정도의 체력) 으

니다. 항공 이동은 점선으로, 육로 이동은 점

진행될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되는 항공 요금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 텍스, 교통편 및 조, 중, 석식의 포함 여부

SERVICE LEVEL

3 WHAT’S INCLUDED

4 WHAT WE CAN DO
이번 프로그램에서 경험하게 될 핵심 하이라

뉴질랜드

7 출발 날짜

PRICE

뚜르 드 몽블랑 트레킹 핵심일주 9일

이탈리아

6 INFORMATION

투어의 전체 일 수와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

44

베트남
인도네시아

4

5

북미

79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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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남미

아프리카

116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트 일정을 상세하게 소개한 박스입니다.

투어 기간동안 이용하게 될 숙박과 여타 서비스에 대한 레벨이라 생
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Basic(산장, 다인실), Standard(투어리스트 3
성급 호텔), Comfort(4성급 호텔, 리조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GROUP SIZE
프로그램 별 출발 가능 인원이 모두 다릅니다. 최소 1명~최대 16명 사
이에서 투어 출발 최소, 최대 가능 인원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
108

모로코 올드시티 사하라 11일

모로코

110

이란 페르시아 문명 탐방 10일

이란

111

요르단 고대왕국 어드벤처 8일

요르단

5 ITINERARY

GROUP LEADER

매일 매일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확인할

투어 프로그램에 한국인 또는 현지인 투어리더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더욱 상세한

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솔자가 없는 프로그램도 있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으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현지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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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에 가봤어’가 아니라 ‘모로코에 사막 캠핑을 다녀왔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행.
여행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어드벤처 트래블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세요.
우리가 늘 접해왔던 버스에 ‘타고 내렸다’를 반복하는, 단지 명소에 점을 찍는 패키지 여행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경험한 여행이 지구상의 1%라면 나머지 99%를 걸어서, 쇄빙선이나 조디악을 이용해,
카누나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제대로 ‘지구 깊숙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여행이 어드벤처 여행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한국 여행의 패키지 형태를 벗어나 더욱 먼 곳,
더욱 깊은 곳까지 한걸음 더 들어가는 여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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