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n Info 

사그라다 파밀리아 투어 

가우디의 성당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투어에 
참여하시고 긴 줄을 서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바르셀로나 방문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한가지가 있다면, 그 것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입니다. 저희 사그라다 파밀리아 투어에서는, 가우디의 끝나지 않은 꿈에 대한 모든 
것과 가우디의 죽음 이후에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 현지 가이드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파사드에 숨겨진 모든 비밀 메시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투어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모든 조각품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당을 둘러보고, 새로운 타워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하늘을 올려다 보며 감상할 거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긴 줄을 
피해 바로 입장을 할 것이며, 내부에 함께 입장하여 전에 보셨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끼실 만큼 성당을 샅샅히 관찰할 겁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투어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5분거리에 떨어진 진정한 숨은 보석인 상파우 병원에 관한 이야기 또한 
들려드릴 겁니다. 

출발 장소 Carrer de Sant Antoni Maria Claret, 167, 상파우 병원 입구 앞. 
담당 가이드가 The Touring Pandas 로고가 그려진 푸른색 모자를 쓰고 
있을겁니다. 

투어 마지막 장소 Carrer de Mallorca, 401 

출발 시간 오전 10시 20분 까지 모여주세요. 10시 30분에 즉시 출발합니다. 
투어는 3 월부터 10 월까지 2:45에 시작합니다. 

진행 시간 대략 3시간 
1시간 30분 워킹 투어 + 1시간 30분 사그라다 파밀리아 (오디오 가이드 
포함) 



포함 내역 •  

o  

§ .한국어 가이드 설명 

§ .상파우 병원 (외부 설명) 

§ .가우디 길과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구 

§ .사그라다 파밀리아 – 수난의 파사드 설명 

§ .사그라다 파밀리아 – 탄생의 파사드 설명 

§ .사그라다 파밀리아 바로 입장권과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확약 즉시 확약됩니다. 만남 장소에서 가이드에게 꼭 제시해주셔야 하는 모바일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예약 취소 / 변경 정책 예약 취소 / 변경 정책 : 출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전 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이 때, 환불은 불가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The Touring Pandas로부터 투어는 취소되거나 
날짜가 조정될 수 있으며, 그 것에 따른 비용은 환불 가능합니다.예약	

변경은	출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저희	거래약관을	확인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