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식 사 

 

 

 

 

 
제1일 

 

 

 

 
 
산호세 

산호세 도착 

바닷가로 이동 

약 두 시간 동안 소형보트로 강을 따라 이동하며, 각종 
새, 악어, 이구아나, 맹그루부슾 등 관찰  

보트사파리 투어  

석식 후 호텔 투숙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WINDHAM HERRADURA 또는 동급 

 

 

 

 

 

제2일 

 

 

 

 

 

아레날 

VOLCAN ARENAL 화산 관광 

-완벽한 원뿔 형태를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활화산  

(1633M),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웅장하고 황홀한 풍  

경을 자랑하는 화산을 감상해보세요. 

-샤르세로  향나무  공원 : 향나무로  만든  각종 

동물형상관람 , 호텔 체크인 및 온천욕 (호텔 내) 

-용암에서 데워진 알칼리 천연 온천물에서 온천욕  

석식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HOTEL: LOS LAGOS 또는 동급 

 

 

 

 

 

 

 

 

제3일 

 

 

 

 

 

 

 

 

아레날 

호텔 조식 후 

오전 자유시간, 옵션관광 가능: 캐노피, 승마, 맛사지 등 

- HANGING BRIDGE 밀림 투어 

옵션 $55-밀림타잔놀이(ZIP Line) 과 밀림 트레킹  

2마일 (흔들다리 6개 통과, 산림욕) 

화산호수 보트 유람 

- 약 1시간: 화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절경 감상 

세계제일의 자연 노천 온천 타바콘에서 온천욕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크고 럭셔리한 온천 리조트  

로 다양한 스파와 자연온천을 즐겨보세요.   

-산호세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온천식 

HOTEL: LOS LAGOS 또는 동급 

세 부 일 정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847-759-8813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식 사 

 

 

 

 

 

 

제4일 

 

 

 

 

 

 
아레날 

호텔 조식 후 

산호세로 이동 

라파즈 생태 공원 

- 라파스 폭포와 새공원, 나비공원 등이 모여있으  

며, 영화 ‘쥬라기 공원’의 촬영지로 알려진 곳 

-밀림트레킹을 하며 각종 열대 동물과 폭포 감상  

커피 농장 관람 

석식 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WINDHAM HERRADURA 또는 동급 

 

 

 

 

 
 
제5일 

 

 

 

 

 

산호세 

호텔 조식 후 

커피 투어 

- 커피 공장을 견학하며 커피 생산 과정 및 커피의  

역사를 배우며 커피를 구매 

공항으로 이동 

 

 
***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 

 

 

 

 

 

조: 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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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및 분실은 관례에 따라 면책됨을 알려드립니다. 

 포함사항: 호텔(2인1실), 식사, 전용 차량, 각종 입장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50/1인, 옵션 관광($55), 각종팁(호텔, 식당) 

 준비물: 수영복, 상비약, 잠바, 썬글라스 

세 부 일 정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847-759-8813  



준비물 리스트 

 

 
신분증 

코스타리카 투어는 해외 여행에 해당하므로 시민권자는 여권을 준비해주시고 

영주 권자는 여권과 영주권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  

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 분실의 사고를 대비해 사진이 있는 1면  

은 복사해서 여권과 다른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전자 티켓이므로 저희가 드리는 일정표와  

예약번호를 가지고 공항에 나가시면 됩니다. 

 

 
복장 

여름과 유사한 날씨로 보시면 되고, 밤에 두를 가디건, 긴팔 정도면 충분합니다.  종

종 비가 오지만 녹음이 가득하며, 하늘이 맑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크

림을 준비하시고 여행시 걸어도 무리가 없는 신발과 슬리퍼나 샌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우비, 운동화, 긴바지, 수영복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치는가방 

케리온과 체크인 가방은 추가 비용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따라 요금은 상이하니 티켓 구매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 가방 

여권, 지갑,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전자제품은 어깨에 메는 작은 가방에 넣으시고  

항상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날치기나 소매치기가 많으  

니 가급적 귀중품은 소지하지 마시고, 현금 대신 Credit Card 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뷔페식당에서는 소지품을 꼭 휴대하시고 관광 시에는 단체에서 이탈하지 않도

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전 US 달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면 도구 치솔 치약, 면도기 등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전기 용품 미국과 동일한 120V를 사용합니다. 

 
상비약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해열제등 본인에게 맞는 상비약을 준비하시면 좋습니  

다. 특히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의사의 처방전과 여행 일 수에 맞는 충분한 양  

의 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기약과 멀미약 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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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물 리 스 트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                                                           847-759-8813 



주 요 관 광 지 안 내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847-759-8813 

1. 타바콘 온천(TABACON HOT SPRINGS) 

타바콘 리조트의 온천은 다량의 미네랄 함유는 물론 풍부한 온천수  와 적

합한 온도를 자랑한다. 이 온천의 97%가 빗물이고 3%가 마그  마에 그 기

분을 두고 있다. 빗물이 대지의 잘라진 틈으로 새어 들어  지구의 핵이 있

는 마그마에 의해 뜨거워지면 표면으로 분출하게 되  고 지구의 바위층을 

통해 미네랄을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타바콘  리조트의 온천은 다량의 미

네랄을 포함하여 이체의 피부와 혈액에  삼투압을 이용해 흡수하게 되어 

인체 내에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섭씨 27-42도까지의 다양한 온천수가 

있으며 둘러 쌓인 열대우림  은 마치 신선세계에 있는듯한 착각이 들 정

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2. 라파즈 생태 공원(La Paz Eco Park) 

2000년 가을에 문을 연 개인 소유의 공원 입니다.  스페인 어로  

“라파즈”는 “평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해발 1,500m 지역에 있는 

라파즈 고원은 열대우림에 태고적 원시림을 지접 라파스 폭포와  

새 공원, 나비공원등이 모여있고 영화 “쥬라기 공원”의 찰영지로  

알려진 이곳에는 자연 그대로의 정글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3. 아레날 화산 국립공원(VOLCAN ARENAL) 

해발 1,663M와 면적 12,000헥타르의 아레날 화산은 완전한 형  태의 

원뿔 모양을 이루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활동이 가장 왕  성한 화산

으로 코스타리카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다. 화산은 보통  수초마다 작은 

규모의 폭발을 일으킨다. 밤에 보면 불꽃놀이를  보는 듯 매우 화려하

다. 아레날 화산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  으며 화산 주변에는 아레

날 호수가 있어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그리고 화산 부근에는 용암으

로 데워진 계곡물이 흐리고 있어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승마나 윈드

서핑 등도 즐길 수 있다. 아  레날은 휴지 상태의 성층 화산이었다. 오

래되지 않은 화산 퇴적  물이 산 사면에 보이지만 이것은 역사 이후 분

화하지 않았다. 그  러나 1968년 7월 폭발성 분화가 일어나 서쪽 사면

을 날려버리고  78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인근 마을인 타바콘과 푸에블

로 누에보  는 화산 폭발로 완전히 사라졌다. 알라후엘라주에 있으며 

산호세  에서 북서쪽으로 90KM 떨어져있다. 



˚F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MAX 75 76 79 79 80 79 77 78 79 77 77 75 

MIN 58 58 59 62 62 62 62 61 61 60 60 58 

코스타리카 공화국(코스타리카共和國, 스페인어: República de Costa Rica 레푸  
블리카 데 코스타리카[*]), 줄여서 코스타리카(스페인어: Costa Rica, 문화어: 꼬스  
따리까)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공화국으로 영세중립국이다. 
북쪽으로는 니카라과, 남동쪽으로는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며 서쪽으로는 태평  
양, 동쪽으로는 카리브 해와 접한다. 수도는 산호세이다. 나라 이름은 스페인어  
로 "풍요로운 해안"을 뜻한다. 
코스타리카는 중미의 특별한 보석과 같은 곳이다. 다른 소란스런 이웃나라들 가  
운데서 오아시스처럼 조용한 나라라는 평판을 얻고 있지만 코스타리카는 안정  
적인 상태 이상의 것을 가진 나라이다. 이 나라의 자연 경관, 야생 환경, 그리고  
발달된 보호구역은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  
는 이 나라의 이미지를 환경 관광산업의 천국으로 남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코스타리카는 가장 적은 영향을 주면서 열대 지방  
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 

 

★ 수도: 산호세(SAN JOSE) 

★ 면적: 51,100 ㎢ 

★ 언어: 스페인어 

★ 독립: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 날씨 

코스타리카 관광정보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847-759-8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