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 ▶ 23KG/1PC

2 화 ▶ 2시간30분소요

3 토 ▶ 20KG/1PC

8 월 ▶ 23KG/1PC

전일정 공항-호텔간 픽업 및 샌딩(Door to Door)

식사 일정표상 포함 식사, 한식 및 품격 높은 요리(전일정 중식포함)

관광 필수투어시 모든 입장료+전용차량+현지가이드

2 여행조건

(1)

기본
포함사항

기본 왕복항공권(유류세포함), 1억원 여행자보험, 전문인솔자+필수투어시 로컬가이드

숙소 전 일정 4성급 호텔, 파라도르 1박

교통 전 일정 차량(인원별 19인승~45인승), 항공이동 1회, 고속기차 1회

픽업

기타 여권커버, 네임택, 멀티포켓, 자외선 차단모자 등

여/행/예/정/서

 어른들의 우아한,

 스페인 한붓그리기, 10Days

길벗(인솔자)

5/3 인천 11:40 마드리드 18:00

연락처: 010-미정

KE913

1 항공/기차스케쥴

5/5 마드리드 16:00 세비야 18:30 1등석 열차

항공이동

5/11 바르셀로나 21:00 인천 16:10+1

5/9 그라나다 09:45 바르셀로나 11:15

KE916



(4)
불포함사항

차량기사/로컬가이드/인솔자 경비(현지직불)

(2)

필수투어
포함사항

2

3

4 세비야 시내투어

독실사용료(트리플룸 사용 불가합니다) 별도문의

*현지에서 희망해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투어비용은 불포함 입니다.
*현지 생활경비의 경우 전 일정 약 200유로~ 이상 예상하세요.
*현지 생활경비는 개인 소비성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예상보다 다소 많은 경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부분은 불포함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생활경비 : 식사비 및 개인경비(약150~250유로~)

입장료+전용차량+로컬가이드+중식포함

입장료+전용차량+로컬가이드+중식포함

약40분소요+4인1조

(음료1잔 제공) 입장료+전용차량+로컬가이드

입장료+전용차량+로컬가이드+중식포함

입장료+전용차량+로컬가이드+중식포함

100유로/1인

3

2 약 150~250유로

1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투어

11 몬세라트 투어

10 그라나다 동굴 플라멩코

가우디투어12

5 세비야 마차투어

입장료+전용차량+로컬가이드+중식포함

세비야 → 그라나다
(론다투우장+네르하+프리힐리아나)
입장료+전용차량+로컬가이드+중식포함

1 2일차 중식 (세고비아) 코치니요 아사도(새끼돼지)

6 7일차 중식 (바르셀로나) 한식당

7 8일차 중식 (바르셀로나) 미슐랭 추천 레스토랑, 런치코스요리

톨레도 투어

6 론다 투어

7 네르하 투어

1 세고비아 투어

8 프리힐리아나 투어

9 알함브라 투어 (나스르궁전 내부입장) 입장료+전용차량+로컬가이드+중식포함

(3)

점심식사
포함사항

2 3일차 중식 (마드리드) 품격 코스요리

3 4일차 중식 (세비야) 품격 코스요리

4 5일차 중식 (론다) 안달루시아 전통요리(소꼬리찜 등)

5 6일차 중식 (그라나다) 미슐랭 추천 레스토랑, 런치코스요리



작은별 길벗(인솔자)의 역할

1. 길벗(인솔자)은 여러분의 도시간 이동을 책임집니다.
항공이동이든 육로로의 이동이든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도시간의 이동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2. 길벗(인솔자)은 여러분의 호텔 체크인을 책임집니다.
도시간의 이동 후, 호텔로 이동하실 때 인솔자는 여러분을 책임지고 호텔로 안내하며 체크인을 도와 드립니다.

3. 길벗(인솔자)은 여러분의 필수 코스의 투어를 함께 합니다.
모든 필수 포함 코스에 항시 동행하며 매끄러운 투어진행을 책임지게 됩니다.

4. 자유일정이 있는 곳은 도시간의 이동이 아니라 도시내의 자유일정이므로 어렵지 않게 자유로운 일정을 소화할 수 있
는 곳에서만 자유시간을 드립니다. 도시내의 볼거리들과 이동방법을 미리 설명해드리고 어려움없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 진행과 관련하여 길벗(인솔자)이 별도로 혼자 준비해야할 일이 있을 때를 제외
하고는 자유시간에도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일처리가 있는 경우나 도보로 다니는 작은 마을에서는 스스
로 관광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5. 포함된 식사가 아닌 자유식은 길벗(인솔자)이 여러분께 식당정보를 드리고 레스토랑으로 안내해 함께 식사를 할 수
도 있지만 항상 길벗(인솔자)이 식당에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벗(인솔자)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는 추천 레스토랑과
위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6. 작은별 여행의 이집트+요르단 상품은 패키지 여행과 배낭여행의 자유로움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입니다.
길벗(인솔자)은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여행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며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리고 여러분이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나서서 도와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길벗(인솔자)은 여러분의 여행을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여행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패키지여행처럼 길벗(인솔자)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여행이 아니라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밖
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재미없는 여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행의 큰 줄기는 길벗(인솔자)이 잡아 드리고 도
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여행을 하신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못하신다고 쫄지 마세요! 그 곳 사람들도 손가락은 10개 입니다.

좋은 친구와 여행은 더욱 즐겁습니다.
정당한 댓가를 받고, 사명감과 자존감을 가진 정직한 길벗(인솔자)과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여행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훗날 '참 좋았다'는 한마디를 해주시기를 저희 길벗(인솔자)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왕자의 작은별여행, 길벗(인솔자) 일동



이동수단

예상호텔
아래 일정은 패키지여행의 확정일정이 아닌, 단체자유여행의 추천일정 입니다.

전용차량

2

일차

(톨레도)
★★★★

파라도르 호텔
Parador de

Toledo
또는 시내중심

동급호텔

5/4

월

(마드리드)

★★★★

Hotel Regina

Madrid

또는 시내중심

동급호텔

5/3

일

마드리드
↓

세고비아
↓

톨레도

(브리핑 안내) 조식 후 인솔자와 팀원들 모두 인사 나누고, 전체적인 일정 및 진행에
관해 브리핑 &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미팅 후 전일정 가이드/기사/길벗 경비 1

인 100유로를 인솔자에게 지불해 주세요.

#(포함) 세고비아 투어
└ 로마시대 수도교
└ 알카사르 백설공주 성(내부입장)

(중식포함) 코치니요 아사도(새끼돼지요리)

#(포함) 톨레도 투어
└ 톨레도 전망대
└ 톨레도 대성당(내부입장)
└ 산또또메 교회(내부입장)
└ 유대인지구 구시가지 골목

(안내) 현지사정으로 인해 파라도르 호텔 만실시 동급의 시내중심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조식:호텔식 / 중식:아사도(포함) / 석식:불포함]

인천
↓

마드리드

09:00 인천공항 미팅(제2터미널)

11:40 인천 출발
18:00 마드리드 도착

도착 후 짐 나오는 순서대로 빠르게 택시타고 호텔이동(약20~25분)
전용버스로 이동할 경우에는 다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주세요.

(안내사항)

*이코노미 증후군 : 장시간 비행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혈전이 생성(심부정맥 혈전
증)되는 증상으로 신발을 벗고, 청바지보다는 편한 옷이 좋으며 자주 일어나 걷고 스
트레칭을 해주세요.

(안전주의)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선박 탑승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여 개인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KE913
전용차량

1

일차

추/천/일/정

날짜 이동경로



3

일차
톨레도

↓
마드리드

↓
세비야

조식 후 마드리드 이동(1시간)

#(포함) 프라도 미술관 투어

(중식포함) 품격 코스요리

#자유시간
└ 솔광장
└ 마요르광장

16:00 마드리드 아토챠역 (1등석/포함)
18:30 세비야 산타후스타역

[조식:호텔식 / 중식:코스요리(포함) / 석식:불포함]

5/5

화

전용차량
/

1등석 기차

(세비야)
★★★★

MELIA SEVILLA
HOTEL

또는 시내중심
동급호텔

세비야
↓

론다
↓

프리힐리아나
↓

네르하
↓

그라나다

조식 후 론다 이동(약2시간)

#(포함) 론다 투어
└ 론다 투우장(내부입장)
└ 누에보 다리

(중식포함) 안달루시아 전통요리(소꼬리찜)

#(포함) 네르하 투어
└ 전망대 방문

#(포함) 프리힐리아나 투어
└ 하얀마을 탐방

그라나다 이동 후 호텔체크인

[조식:호텔식 / 중식:안달루시아 전통요리(포함) /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5

일차

(그라나다)
★★★★
MELIA

GRANADA
HOTEL

또는 시내중심
동급호텔

5/7

목

세비야

#(포함) 세비야 시티투어
└ 세비야 대성당
└ 스페인 광장

(중식포함) 품격 코스요리

#(포함) 세비야 마차투어(4인1조)

[조식:호텔식 / 중식:코스요리(포함) /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4

일차

(세비야)
★★★★

MELIA SEVILLA
HOTEL

또는 시내중심
동급호텔

5/6

수



바르셀로나

#(포함) 가우디 투어
└ 구엘공원(내부관람)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내부입장)
└ 까사밀라(외부설명)
└ 까사바트요(외부설명)

(중식포함) 미슐랭 추천 레스토랑(사전테이블예약)
*런치코스요리

자유시간

[조식:호텔식 / 중식:미슐랭 추천요리(포함) / 석식:불포함]

현지교통

8

일차

(바르셀로나)
★★★★

H10
Urquinaona

Plaza
또는 시내중심

동급호텔

5/10

일

그라나다
↓

몬세라트
↓

바르셀로나

조식 후 공항이동

09:45 그라나다
11:15 바르셀로나

(중식포함) 한식당

#(포함) 몬세라트 투어
└ 산타마리아 수도원
└ 검은 성모 마리아 상

바르셀로나 이동 후 호텔체크인

[조식:호텔식 / 중식:한식당(포함) / 석식:불포함]

항공이동
/

전용차량

7

일차

(바르셀로나)
★★★★

H10
Urquinaona

Plaza
또는 시내중심

동급호텔

5/9

토

그라나다

#(포함)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 알함브라 궁전 3시간 집중투어
└ 나스르궁전 내부입장(사전예약으로 100% 입장)
└ 알카사바
└ 카를로스 5세 궁전
└ 헤네랄리페 정원

(중식포함) 미슐랭 추천 Restaurante Alameda Granada
*문어요리, 이베리아산 돼지구이 요리

#(포함) 그라나다 동굴 플라멩코(음료1잔 제공)

[조식:호텔식 / 중식:미슐랭 추천요리(포함) /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6

일차

(그라나다)
★★★★
MELIA

GRANADA
HOTEL

또는 시내중심
동급호텔

5/8

금



5/12

화

인천

16:10 인천 도착

*본 상품은 특수지역으로의 여행이라는 특성상 상기일정은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KE91610

일차

바르셀로나
↓

인천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 (추천) 바다물결을 형상화한 카사바트요 내부관람
└ (추천)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 카사밀라 내부관람
└ (추천) 람블라스 거리와 까따루냐 광장
└ (추천) FC 바르셀로나의 캄프누 스타디움
호텔로비 미팅 후 공항이동

★연장체류 가능! (별도문의)

21:00 바르셀로나 출발 (대한항공/직항)

[조식:호텔식 / 중식:불포함 / 석식:불포함]

시내교통
국제선

9

일차

기내박

5/11

월



스페인 세미패키지 단체여행 일러두기 (주의사항)
*홈페이지 하단의 내용을 다시한번 안내드리오니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여행상품은 아직 국내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세미패키지 여행방식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그로 인하여 여행자의 신체 또는 재산
에 대한 안전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반드시 안전사항을 스스로 체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행자는 여행 중 반드시 길벗(인솔자)이 안내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지 선택관광은 여행자의 자유의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현지 가이드로부터 주의사항을 경청한 후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위험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용자 본인의 과실,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여행은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시 동반하는 가이드가 아닌, 고객님의 자유일정을 돕는 길벗(인솔자)이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길
벗(인솔자)은 자유일정을 돕기 위해 전체일정에 동행하면서 일정안내, 숙소안내, 교통안내를 함으로써 낯선 곳에서의 자유여행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행동반자 입니다.

4. 본 여행은 세미패키지 여행으로 숙박(3~4성급 호텔), 도시 간 현지 이동편과 필수투어들이 포함된 여행입니다. 호텔조식과 필수
투어시 제공되는 식사 외 중석식은 모두 현지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이며 포함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식사비용, 입장권, 관광비
용, 시내교통(단거리) 모두 현지에서 본인이 관리하고 책임 지는 방식의 여행입니다.

5. 출발 전 안내해 드리는 예상 현지 여행비용은 최저비용이며 현지 물가 인상 및 개인의 소비성향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6. 본 여행은 장기여행으로 본인의 건강을 미리 체크하셔야 하며, 본 여행의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심장질환, 디스크, 정
신질환, 임신 등)임에도 여행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여행자 보험은 최대 1억원을 가입해드리며, 당사의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는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행자
보험약관에 따른 배상의 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므로 배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에 직접 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8. 본인의 과실이나 현지 사정으로 인한 사고 등에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9.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당 여행사의 업무는 여행자를 대신하여 항공권 및 차량 좌석을 수배 및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며, 운항지연이나 결항 및 운송수단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운송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당사가 그 책임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10. 항공권 규정은 여행사와 무관하며 항공사의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항공권 수령시 규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각 항공사
별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고유 정책으로 마일리지 적립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누락 시 당사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좌석지정은 불가하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11. 여행 중 본인의 과실(여권분실, 비자서류분실, 부적응 등)로 인하여 여행을 포기할 경우 여행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항공권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2. 일정표와 다른 일정으로 팀을 이탈하여 개별 행동시에는 이탈한 시점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은 여행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있으
며,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사에서 지지 않습니다.

13. 여행사는 예측이 가능한 일정대로 여행을 준비하며 천재지변, 파업 등의 예측 불가능한 현지사정으로 인해 일정변경이 발생될
경우 현장에서 추가요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14. 본 여행은 개인이 모여 팀을 이루어 장기간 여행하는 단체여행입니다. 여행 중 길벗(인솔자) 및 여행자 모두의 여행에 문제를 일
으키는 행동(위협적인 행동 및 타인에게 상해,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성희롱, 기물파손, 과도한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등)을 할
경우 여행을 전체적으로 관리 진행하는 여행 길벗(인솔자)은 전체 팀을 위해 여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 중단의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으며 여행비용은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여행을 존중해주시고, 현지 여행 에티켓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 여러분 개개인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