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지역 일정 식사

1일
미국

각지역
미국 출발, 인도 델리 향발

2일 델리 델리 공항에서 12:15에 도착후 가이드 미팅, 호텔 투숙 포함

3일
델리

자이푸르

▶ 조식후 델리 관광

▶ 만명이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자마마스지드

▶ 나눔을 실천하는 시크교 사원

▶ 인도의 국부 간디 화장터

▶ 라즈카트, 영국인이 만든 인도인을 위한 위령탑 인도문

▶ 인도정부 빌딩

관광후 델리 공항 출발,  핑크시티로 불리는 자이푸르에 도착후 호텔 체크인 및  

저녁 식사

 조식: 호텔식 / 중식: 무굴식 /  석식: 호텔식

포함

4일 자이푸르

▶ 조식후 라자스탄의 주도 집중 탐방

▶ 16세기 언덕위에 궁전 코끼리타고 아멜성 방문

▶ 천문대 , 핑크씨티, Albert 박물관,  바람의 궁전 ‘하와마할  관광후 저녁 식사.

  조식: 호텔식 / 중식: 호텔식 /  석식: 호텔식

포함

5일
자이푸르

아그라

▶  호텔 조식후 자이푸르 출발,  아그라로 이동 

▶  도착후 타지마할 탐방

▶  인도체험:  무굴제국 민속춤 관람 (1시간 30분)  포함

 조식: 호텔식 / 중식: 호텔식 /  석식: 호텔식 

포함

6일 아그라

▶  조식후 아그라 출발, 시키리이동

▶  유네스코 문화유산 시키리성방문 후 아그라 이동

▶  중식후,  무굴제국의 위대한 힘, 아그라성 방문 후 호텔 첵인.

 조식: 호텔식 / 중식: 호텔식 /  석식: 호텔식 

포함

7일

잔시

올차

카쥬라호

▶ 조식 후 특급열차로 잔시로 이동, 올차 구도시 관광

▶ 쉬샤 마할,  왕들의 사원, 쳐뜨리아 사원방문, 에로틱 사원의 도시 카쥬라호로 

이동, 도착후 호텔 첵인및 휴식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호텔식 

포함

인도 10박 11일



8일
카쥬라호

바라나시

▶ 조식후 카쥬라호 관광,

▶ 유네스코 문화제  에로틱사원 서쪽/동쪽 힌두교 관람후 

▶  국내선으로 카쥬라호 출발,  바라나시  도착 후 호텔 이동,  저녁에 갠지스 강 

관광및 힌두교 의식 관람

  체험: 갠지스강 일몰 힌두교 의식 관람 (릭샤이동 포함)

 조식: 호텔식 / 중식: 호텔식 /  석식: 호텔식 

포함

9일 바라나시

▶  이른 새벽 기상후 갠지스강 boating하면서 일출감상후

 가트 순례후 호텔로 돌아와서 조식

▶ 사르타트로 이동해서 부처님 초전 법륜지 사르나트 및

 녹야원 박물관 관광

▶  웰빙 요가 체험

▶ 석식후 호텔 숙박

 조식: 호텔식 / 중식: 호텔식 /  석식: 호텔식

포함

10일
바라나시

델 리

▶  조식후 국내선으로 바라나시 출발, 델리 도착후 시내 관광:

▶ 연꽃 사원

▶ 유네스코 문화제 “쿠툽탑” 관람후 석식후 

델리 국제공항으로 이동

 조식: 호텔식 / 중식: 중국식 /  석식: 한식  

포함

11일
미국

각지역
델리 공항 출발,  미국 각 도시 도착후 개인  해산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수 있읍니다.

* 단체 행동에서 이탈하는 일은 삼가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사나 가이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 가이드와 꼭 상의하여 주시고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이나 호텔 관광지에서는 개인의 소지품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 여행 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여권)이 있어야하며, 국내선 여행시 공항에는 1시간 30분 전, 국제선은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 하시기 바람니다.

* 운행중 차안에서 돌아다니실수 없습니다.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등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음료수(병, 뚜껑있는 컵)는 

허용됨

* 식당에서 식사후 에는 각자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약간의 Tip을 Table에 놓고 나오십시요

* 하루 $10 정도의 성의를 드라이버와 가이드 Tip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호텔 숙박후 $1 정도의 봉사료를 침실에 놓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물 이나 음료수 들은 각자 부담 입니다.

* 미국에서 다른 나라 여행시 영주권 이나 미국 여권 을 꼭 지참 하시길 바람니다.

 

기타사항

★ Land only price does not include arrival/departure transfers. 

★ Triple Rooms at The Trident Agra will be accommodated in a Single Room & Twin Ro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