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식  사 

제1일 USA 미국내 각도시에서 출발 기내식 

제2일 
바르셀

로나 

바르셀로나(BCN) 공항 도착 11:00AM 이전 

중식 후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관광  

▣ 몬주익 언덕 : 고도 213m에 위치, 도시의 전경

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장 : 1992년 바르셀로

나 올림픽이 열린 곳으로 황영조 선수가 세계를 

제패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 가우디 최후의 걸작 성 가족 성당(사그리다 파

밀리아 성당) 

▣ 자연을 사랑한 가우디가 만든 구엘 공원 

호텔 투숙 및 휴식 

※ 바르셀로나의 관광지는 모두 예약제로 진행되

기 때문에 예약 시간에 따라 일정 순서는 변동될 

수 있으나 빠지는 일정 없이 진행됩니다.  

중: 빠에야 

 

 

석: 한  식 

HOTEL: CATALONIA GRAN HOTEL 또는 동급 

제3일 

몬세라

트 

 

발렌시

아 

호텔 조식 후 몬세라트로 이동  

신기한 모양의 절벽 바위들로 이루어진 몬세라트 

관광  

▣ 몬세라트 수도원 : 바위산에 위치해 있는 수도

원은 주변이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편도 케이블카 포함 : 케이블카 이용 불가 시, 

산악열차로 대체 진행됩니다.  

중식 후 발렌시아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HOTEL: BEST WESTERN ALBUFERA 또는 동급 

서 유럽 투어 10박 11일 

세 부 일 정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TEL. 847-759-8813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식  사 

제4일 
그라나

다 

호텔 조식 후 그라나다로 이동  

중식 후 이슬람교도의 마지막 도시 그라나다

(Granada) 관광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알함브라 궁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헤네랄리페 정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알바이신 지구 조망  

※ 알함브라궁전 및 궁전내 나자리에 궁은 예약제 

입장으로 일일 입장 인원이 제한되어있으며, 현지 

성수기 기간 입장객이 몰릴 경우 입장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날 야간입장으로 진행 

되거나 예약이 불가할경우 세비야 알카사르 또는 

그라나다 왕실성당 등 타 관광지로 대체됩니다.  

※ 세비야 알카사르는 이슬람과 스페인 양식이 결

합된 전형적인 무데하르 양식 건축물로써 알함브

라 궁전의 나사르 궁과 동일한 양식으로 지어져 있

습니다. 

☞ 선택관광 : 그라나다 야경 [50유로 / 약 1시간 

20분 소요] 

※ 알함브라궁전 예약시간에 따라 야경 옵션은 진

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HOTEL: HOTEL YIT CONQUISTA DE 

GRANADA 또는 동급 

제5일 

론다 

 

세비야 

호텔 조식 후 론다로 이동 

아름다운 절벽의 도시 론다 관광 

▣ 론다 누에보 다리 : 협곡에 있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이어주는 다리 

▣ 론다투우장 [외관] :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 중 하나이며,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페인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세비야 관광 

▣ 스페인의 정열을 느낄 수 있는 스페인 광장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비야 대성당 : 고딕 

양식의 가장 훌륭한 건축물입니다. 

※ 세비야 대성당은 자체 행사시 휴관을 갑자기 

발표합니다. 내부 입장이 안될경우 다른 입장지

로 일정을 대체합니다. 

▣ 세비야의 황금의 탑 

▣ 히랄다 탑 : 세비야에서 가장 큰 탑 

☞ 선택관광 : 플라멩고쇼[Flamenco] [70유로 / 

약 1시간 30분 소요]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HOTEL: HOTEL ABADES BENACAZON 동급 

서 유럽 투어 10박 11일 
세 부 일 정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TEL. 847-759-8813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식  사 

제6일 

리스본 

 

파티마 

호텔 조식 후 리스본으로 이동  

중식 후 포르투갈의 수도이며, 떼주강가의 활기찬 

도시 리스본 관광  

▣ 로시우 광장 : 리스본 시가의 가장 중심에 해당

하는 곳, 원래 명칭은 ‘동 페드로 광장’ 입니다. 

▣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벨

렘탑 외관 관광  

▣ 제로니모스 수도원 외관 관광 : 벨렘의 훌륭한 

역사 유적 중 하나입니다. 

▣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포르투갈의 땅끝

마을 까보다로까 관광  

★ 1837년부터 이어 내려온 PASTEIS DE BELEM에

서 리스본의 명물 에그타르트 맛보기 

파티마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특  식 

[바깔라우] 

 

석: 현지식 

HOTEL: CROCE DI MALTA 또는 동급 

제7일 

파티카 

포르토 

 

 

살라망

카 

호텔 조식 후 성모 마리아 발현의 도시 파티마 

관광 

포르토로 이동  

중식 후 화려했던 항구 도시의 문화와 역사의 도

시 포르토 관광 

▣ 볼샤 궁전 외관 관광 : 19세기 신고전주의 양

식의 성 

☞ 선택관광 : 포르투 케이블카 [40유로] 

살라망카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DONA BRIGIDA 또는 동급 

제8일 

살라망

카 

 

톨레도 

 

마드리

드 

호텔 조식 후 학술과 문화의 도시 살라망카 관광 

▣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살라망카 대학 

▣ 살라망카 대성당 외관 관광 : 로마네스크양식

의 성당 

▣ 조개의 집 외관 관광 : 건물 외벽 곳곳에 빼곡

하게 장식된 조개 문양 독특한 건물  

톨레도로 이동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며, 아름다운 중

세의 도시 톨레도 관광 

▣ 스페인 가톨릭의 총 본산 톨레도 대성당 

▣ 산토 토메 교회와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마드리드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EXE GRAN HOTEL 또는 동급 

세 부 일 정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TEL. 847-759-8813 



서 유럽 투어 10박 11일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식  사 

제9일 마드리드 

호텔 조식 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관광 

▣ 세계 3대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 

※ 프라도 미술관은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

어, 예약 마감시 레이나 소피아 등 타 관광지로 

대체합니다. 

▣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식 왕궁 중 하

나인 마드리드 왕궁 외관 관광 

▣ 스페인의 3대 전통시장 중 하나인 산미구엘 

전통 시장 

▣ 마드리드의 관광의 중심에 있는 태양의 문을 

간직한 푸에르타 델 솔 광장 

▣ 스페인의 전통을 간직한 마요르 광장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EXE GRAN HOTEL ALMENAR또는 동급 

제10일 

마드리드 

 

미국 

호텔 조식 후 마드리드(MAD)공항으로 이동 

마드리드 출발 (10:00AM~12:00PM 사이) 

 

 

♥♥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 

조: 호텔식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분실은 관례에 따라 면책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일정은 현지 또는 항공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혹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 호텔, 식사, 한인 가이드, 차량, 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사항 

              -가이드 및 운전기사 팁, 공동 경비(식당 팁 및 물값) 등 전 일정 135유로 

              -선택 관광, 싱글룸 사용료, 개인경비, 여행자 보험 

 시간 차이: 시카고시간에 스페인은 7시간, 포르투갈은 6시간을 더하시면 현지 시간이 됩니다. 

세 부 일 정 

★ ★ 놓칠 수 없는 스페인/포르투갈 10일 상품 핵심 포인트!!! ★ ★  

▣ 포르투갈 : 리스본, 유럽최서단 까보다로까, 파티마, 포르토 

▣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세비야 대성당. 톨레도(대성당, 산토토메), 론다, 

살라망카  

▣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 성가족성당, 구엘공원  

▣ 몬세라트 케이블카 : 검은 마리아로 유명한 수도원 (편도 케이블카 포함) 

▣ 스페인 빠에야(스페인 전통 요리), 바깔라우(포르투갈의 전통음식인 대구요리), 에그타르트, 하몽다

양한 특식으로 맛있게 즐기는 스페인/포르투갈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TEL. 847-759-8813 



준비물 체크 리스트 

 
 
 
 
 
 
 
 

시민권자 – 여권   
영주권자 – 여권 + 영주권 
여권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
아 있어야 하고, 사진이 있는 1면
은 복사해서 다른 곳에 보관  

 
 
 
 
 
 
 
 

 
전자티켓으로 저희가 드리는 
일정표와 예약번호를 가지고  
공항에 나가시면 됩니다. 

 
 
 
 
 
 
 
 

일교차에 대비하여 윈드점퍼나 
스웨터 준비. 모자, 선글라스, 자
외선 차단제, 우산을 준비하시고, 
걷기에 편한 신발과 슬리퍼나 샌
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항공 티켓마
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확
인 부탁드립니다.  

 
 
 
 
 
 
 
 

여권, 지갑,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전자제품은 어깨에 메는 작
은 가방에 넣으시고 항상 휴대하
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현금대신 
여행자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 

 
 
 
 
 
 
 
 

유로화를 사용하시며, US달러 소
액권을 소지하시어 현지에서 필
요한 만큼만 환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지에서는 달러사용이 
불편합니다) 

 
 
 
 
 
 
 
 

 
 

칫솔 치약, 면도기 등 세면도구를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220V를 사용하므로 여행용 어댑
터(ADAPTER)와 트랜스포머를 준
비하셔야 헤어드라이어, 전기 면
도기, 비디오 카메라 등을 사용, 
혹은 충전 하실 수 있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해열제
등 본인에게 맞는 상비약을 준비
하시면 좋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의사의 처방전과 여행 
일수에 맞는 충분한 약을 준비) 

 
 
 
 
 
 
 
 

 
 
 

본인이 원하면 컵라면, 고추장, 
김, 스낵 등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시카고 시간에서  

스페인 7시간 

포르투갈 8시간을 더하면   

현지 시각이 됩니다. 

 

 
간혹 분실이나  도난 사고가 발
생하니 귀중품은 지참하지 마시
고, 가급적이면 현금 대신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관광지에는 어느 곳이든지 
소매치기나 날치기가 많으니 항
상 소지품을 조심하시고, 일행에
서 낙오하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
니다. (여권이나 영주권 카피는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항공권 복장 

부치는 가방 보조 가방 환전 

세면도구 전기 용품 상비약 

음식물 시차 귀중품 

위탁수하물 

사용 전압 

220V 

V 

체 크 리 스 트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TEL. 847-759-8813 



여행 보험 안내서 

Why? 
여행자보험은 예기치 못한 잠재적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무일 없이 여행일정을 무
사히 마치고 오시지만 예상치 않게 병원치료를 받는다거나 물
건을 도난 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
발 상황에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 여권, 티켓 분실 

▶ 수하물, 귀중품 분실 

▶ 사고, 부상 

▶ 여행, 항공기 캔슬 

FREESTYLE 

FREESTYLE LUXE 

Insurance Coverages 

Maximum Limit Coverage 

Up to 100%  Trip cancelation  (trip cost insured) 

Up to 150% Trip Interruption (trip cost insured) 

$1,000 Trip Delay (Maximum $150/day) 

$500 Missed Connection 

$1,000 Baggage Coverage 

$200 Baggage Delay 

$50,000 Medical and Dental Coverage 

$250,000 Emergency Assistance & transportation 

$50,000 Accidental Death – Air Flight Accident 

1. 여행 스케줄 캔슬이 필요 없는 여행자를 위한 알뜰 플랜  
2. 여행 중 24시간 긴급 여행지원 서비스, 메디컬 케어 포함 

1.  여행 출발 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여행 캔슬 시 보상  
2.  여행 중 24시간 긴급 여행지원 서비스, 메디컬 케어, 렌탈카 보상 포함 

여 행 보 험 안 내 

Insurance Coverages 

Maximum Limit Coverage 

Up to 75% Trip Cancellation (ANY REASON) 

Up to 100% Trip Cancellation (trip cost insured) 

Up to 175% Trip Interruption (trip cost insured) 

$1,000 Trip Delay (Maximum $150/day) 

$1,000 Missed Connection 

$1,500 Baggage Coverage 

$500 Baggage Delay 

$250,000 Medical and Dental Coverage 

$1,000,000 Emergency Assistance & transportation 

$100,000 Accidental Death – Air Flight Accident 

$50,000 Accidental Death – Travel Accident 

$50.000 Rental Car Damage 

Freestyle plan Cost 

AGE 

Trip Cost Per Person (up to 30days) 

$1,501 

-$2,000 

$2,001 

-$2,500 

$2,501 

-$3,000 

$3,001 

-$3,500 

$3,501 

-$4,000 

31-50 $98 $123 $143 $162 $180 

51-60 $110 $137 $163 $186 $211 

61-70 $151 $187 $223 $259 $292 

71-75 $200 $251 $305 $351 $397 

76-80 $238 $300 $359 $413 $460 

81-84 $315 $388 $454 $534 $610 

85+ $402 $494 $571 $657 $741 

Freestyle plan Cost 

AGE 

Trip Cost Per Person (up to 30days) 

$1,501 

-$2,000 

$2,001 

-$2,500 

$2,501 

-$3,000 

$3,001 

-$3,500 

$3,501 

-$4,000 

31-50 $144 $179 $213 $249 $281 

51-60 $162 $202 $239 $282 $320 

61-70 $222 $272 $327 $381 $434 

71-75 $281 $345 $411 $474 $541 

76-80 $358 $438 $516 $627 $722 

81-84 $509 $614 $727 $827 $945 

85+ $568 $697 $843 $956 $1089 

★ ★  상기 명시된 요금은 참고용 견적으로 실제 구매 시 총 요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여행자 보험 구매 시점에 따라 차후 보상 범위와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TEL. 847-759-8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