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견하다 León 

Sol Naciente Hostel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도시 목록에서 빠뜨릴 수없는 곳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Leonese 수도가 걸어서 걷는 것을 즐길 수있는 역사적인 중심지를 포함하여 큰 보물을 

보유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레온에는 내려야 할 곳이 많이 있지만, 안전하고 촬영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기를 방문하여 

레온을 여행 할 때 반드시 방문해야 할 장소를 남겨 두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도시의 주요 명소입니다. 

관광부터 타파스까지, 우리는 당신이 더 나은 도시에서의 체류를 즐기고 레온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를 방문         우리가있는 곳                            예약   WhatsApp 보내기 

 

레온의 관광 및 타파스 
Hostal Sol Naciente 

656 30 26 29 

http://www.hostalsnleon.es/
https://g.page/hostal-sol-naciente?share
https://solnaciente.base7booking.com/?adults=0&babies=0&juniors=0&lang=en&property=1
https://wa.me/34656302629
http://www.hostalsnleon.es/
http://www.hostalsnleon.es/
http://www.hostalsnleon.es/
http://www.hostalsnleon.es/
http://www.hostalsnleon.es/
http://www.hostalsnleon.es/


Catedral de León 

레온을 방문하는 사람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아이콘 중 하나 인 성당을 방문하지 않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련된 성당 중 하나 인 레온 
성당은 13 세기에 로마에서 유래 한 고대 
목욕탕의 폐허 위에 세워진 프랑스 식 고딕 
양식의 건물입니다. 

인상적인 외관이 Plaza de Regla에 파열되어 
포르 티코, 스테인드 글라스 창, 큰 중앙 장미 창, 
두 개의 고딕 탑 및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성가대 중 하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성당 내부에는 성당에 빛을 비추는 
125 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책임지는 
전체 고조파 광경이 있습니다 ... 카사 데 라 
루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San Isidoro de León 
 

유네스코가 영국이 아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세계 최초의 민주 법원이 1188 년 
코르테스에서 열렸으며 레온은 의회의 
요람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들은 산 이시 
도로의 회랑에서 열렸으며, 십대 때였 던 
Alfonso IX 왕이 들어온 원래 문을 보존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군주국 인 레온의 
군주와 여왕이 묻힌 왕의 판테온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보석이며 세계에서 독창적 
인 농업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Doña Urraca의 성배를 감상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이론은 그것이 성배라고 주장한다. 

 

 

 

Catedral de León 

 

Las Vidrieras únicas de la Catedral 

 

 

 

 

La cripta de San Isidoro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https://goo.gl/maps/wHEJFDi71SH2
https://goo.gl/maps/wHEJFDi71SH2
https://goo.gl/maps/3efFm5CKuK42
https://goo.gl/maps/3efFm5CKuK42


 

Casa Botines de Gaudí 

Gaudí가 건축했으며 일반적으로 Casa 
Botines로 알려진 네오 고딕 건물 앞에 두 번째로 
멈춰 있습니다. 

가우디의 전형적인 현대적 영향을받은이 신 
고딕 건물은 카탈로니아 건축가가 카탈로니아 
외부에서 지은 세 작품 중 하나입니다. 

1969 년 역사적 기념물로 선언 된이 건물은 현재 
Caja España가 소유하고 있으며 본사로 사용 
가능.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MUSAC 

힘을 되찾은 후, 우리는 레온을 통과하는 경로를 
계속합니다. 다음 정거장은 MUSAC, 
카스티야이 레온 현대 미술관입니다. 

독특하고 화려한 외관은 놀랍고 독창적이며 
독창적 인 현대 미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과 문화를 중심으로 집단적 의미를 
창출하는 데 기본 도구가 되고자하는 열린 
공간.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Casa Botines de Gaudí 

 

 

 

 

 

 

 

 

    Fachada del MUSAC 

 

 

 

https://goo.gl/maps/h9fDvAQbbEt
https://goo.gl/maps/f3cQfPr8iw92
https://goo.gl/maps/wHEJFDi71SH2
https://goo.gl/maps/f3cQfPr8iw92


Palacio de los Guzmanes 

도시 중심부에는 Palacio de los Guzmanes가 
레온시에서 가장 상징적 인 역사적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이 궁전은 레온의 수도 인 구 즈마 네스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가족 중 하나에 
속했습니다. 

그것의 건축은 오래된 벽 옆에 위치한 가족에 
속하는 오래된 Mudejar 고딕 양식의 궁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Plateresque 터치로 르네상스 건물은 Gaudí의 
Palacio de Botines와 Old Town Hall 옆에 
독특하고 우아하게 보입니다.. 

 

 

Parador San Marcos 
 

Hostal de San Marcos는 구대륙에서 가장 
뛰어난 기념비적 인 호텔 중 하나입니다. 레온 
외곽에있는 베네 스가 강을 가로 지르는 다리 
옆에있는이 건물은 16 세기 반도 서쪽에 
산티아고의 군사 질서 본부를 수용 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페르디난트 왕이 가톨릭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름다운 호텔은 화려한 회랑과 
챕터 하우스, 넓고 우아한 객실, 도서관 및 
신중한 전통 요리를 제공하는 웅장한 
레스토랑이있는 당당한 홀의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Palacio de los Guzmanes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San Marcos de León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https://goo.gl/maps/7zsv6BRee4p
https://goo.gl/maps/7zsv6BRee4p
https://goo.gl/maps/KXrxWeesAP42
https://goo.gl/maps/KXrxWeesAP42


Murallas de León 

우리가 레온시에서 볼 수있는 또 다른 역사적 
상징은 의심 할 여지없이 로마의 성벽으로 현재 
구시가지를 정의합니다. 

로마의 기원과 중세의 흔적이있는이 벽은 
역사적인 예술적 기념물로 선언되어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보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레온 성벽은 완전히 보존되지 않았으며, 너무 
나빴습니다! 

보존 된 섹션은 구시 가지의 사각형 개요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Plaza Mayor 
 

 

구시 가지의 심장부와 우리가 이미 언급 한 휴 
미트 지역에 위치한 플라자 시장을 조용히 
즐기지 않고 레온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벽의 외곽에 위치한 중세 시장이었고 
공개 처형과 투우 경기장도있었습니다..  

 

 

 

 

 

 

 

 

 

Carretera de los Cubos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La Plaza Mayor de León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https://goo.gl/maps/1CJ52DZ8xWTnpGDf7
https://goo.gl/maps/1CJ52DZ8xWTnpGDf7
https://goo.gl/maps/xJyDvgiDSgsGnekA6
https://goo.gl/maps/xJyDvgiDSgsGnekA6


 

레온 구시가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타파스 및 음료 지역 중 하나 인 휴 메도 
(Humedo) 지역이 있습니다. 

최고의 회사에서 골목, 골목길, 타파스를 즐길 수있는 꼭 가봐야 할 곳.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해드립니다. 대성당 근처의 습한 동네는 칼레 안차를 내려가는 
왼쪽에 있습니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Mesón Jabugo 
젖은 방문에 필수적입니다. 휴마도 (Humedo) 
지역의 심장부 인 플라자 산 마르틴 (Plaza San 
Martín)의 중심부에 위치한이 호텔은 아늑한 
분위기, 전통 레온 음식 및 멋진 타파스를 
제공합니다. 

감자, 검은 푸딩, 소시지 및 마늘 수프는 맛있는 
명소입니다. 

저녁을 먹고 싶다면 테이블을 예약하기 위해 
전화하십시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Mesón Jabugo 

 
 
 
 

 
 

 

Barrio Húmedo 
www.hostalsnleon.es 

https://goo.gl/maps/Z7gGf7ZqdX58n96e8
https://goo.gl/maps/dgFNetExg4UxsSiU9
https://goo.gl/maps/dgFNetExg4UxsSiU9
http://www.hostalsnleon.es/


Bar Altar 

Plaza San Martín과 매우 가까운 또 다른 바입니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풍부한 부분과 타파스를 
제공합니다. 

테라스 나 바에서 식사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식당을 확장했습니다. 

풍부한 검은 푸딩 타파스, 캬 브라 버섯, 와인 쵸 
리조 등 ... 이미 고전입니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Embutidos Entrepeñas 

당신이 좋은 레온 차가운 고기를 먹거나 그것을 
사고 싶다면, 이것이 당신의 바입니다. 

Plaza San Martín에 있습니다. 

소비 할 수있는 부분이나 타파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쵸 리조, 허리, 육포 또는 햄을 좋아했다면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Restaurante Tratoria Rigoletto 
 

Plaza de Don Gutierre에 위치한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햄 타파스와 다양한 피자를 
제공합니다. 

좋은 이탈리아 대안. 

 

 
 
 
 
 

 
 

 
Bar Altar 

 
 
 
 
 
 

 
Embutidos Entrepeñas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Restaurante Tratoria Rigoletto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https://goo.gl/maps/p3zi77H7MG78jApr8
https://goo.gl/maps/p3zi77H7MG78jApr8
https://goo.gl/maps/UtYKguABaDe9owQAA
https://goo.gl/maps/UtYKguABaDe9owQAA
https://goo.gl/maps/7aTWJTTTsVopguue9
https://goo.gl/maps/7aTWJTTTsVopguue9


Bar Llibla 
자발적으로 Llibla가 만들어집니다. Lliones와 
Bable 사이의 단어 조합입니다. 
 
Llibla는 시골의 가치, 상식 및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삶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장로들과 함께, 레온 사람들의 
문화와 함께 이해되어야하며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야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정통 레오네를 느낄 
것입니다. 
 
Celiacs에 대한 다양한 타파스가 있으므로 
Celiacs의 만남의 장소.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El Rincón del Gaucho 
Bar Rincón el Gaucho은 1934 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일생의 막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늘 수프는 해시, 검은 푸딩 또는 
독특하고 맛있는 것 외에도 레온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Gaviota.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Misericordia 
전형적인 해적 선술집 및 자비와 같은 완전히 목재 
바는 그 위치에 있지만 주로 해적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8 세기의 불법 복제를 기반으로 한 장식 테마와 
Rock 'n'Roll로 표시된 분위기를 갖춘이 바는 
최고의 록 음악과 타파스 및 부분 메뉴를 통해 현지 
요리를 완벽하게 결합합니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Bar Llibla 

 

 

             
               El Rincón del Gaucho 
 

        
         Taberna Corsaria Misericordia 

 

https://goo.gl/maps/gTCVq4wsEr6jEPGv6
https://goo.gl/maps/KxP88u8dXyCsfESq6
https://g.page/TabernaMisericordia?share
https://goo.gl/maps/gTCVq4wsEr6jEPGv6
https://goo.gl/maps/KxP88u8dXyCsfESq6
https://g.page/TabernaMisericordia?share


El Barrio Gótico o Romántico 

Romantic Quarter는 유행에, 나는 Leonese가 그 

반대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것은 

León시의 타파스에 대한 참조 영역으로 이웃과보다 

전통적인 Wet District를 대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Bar Condeso 

낭만적 인 지구의 고전, 좋은 분위기, 풍부한 타파스 

및 Plaza de las Torres de Omaña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Clic para abrir Google Map 

Entrecalles 

몇 년이 지났으며 가장 좋아하는 치즈 중 하나이며 치즈와 

육포 또는 이베리아 플루트가 든 감자는 기쁨입니다. 

타파스 외에도 매우 식욕을 돋 우는 부분을 제공합니다. 

추천 할 수있는.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Bar Condeso 

 

 

 

Terraza Bar Entrecalles 
 

Barrio Romántico / Gótico 
www.hostalsnleon.es 

https://goo.gl/maps/KCTui9gEiQFzvkYa7
https://goo.gl/maps/FoTuFzaRhB89UdFdA
https://goo.gl/maps/KCTui9gEiQFzvkYa7
https://goo.gl/maps/FoTuFzaRhB89UdFdA
http://www.hostalsnleon.es/


 

 

 

     Interior Bar MalasCalles 

 

Malascalles 

그들은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 만 기꺼이 기뻐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풍부한 타파스와 Parque 

del Cid 바로 앞에있는 테라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La Trébede 
진정한 클래식, 매우 간단한 타파, 밤에는 와인을 

마시고 낮에는 쵸 리조를 맛볼 수있는 최고의 피카 

딜로. 진정한 즐거움. 

 

 

     Bar La Trébede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Cervecería La Céltica 

 

 

 

 

 

Cervecería La Céltica 

맥주 애호가를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맥주 메뉴. 

표지에는 피클과 말린 과일을 각각 € 0.30에 넣습니다. 

관대 한 부분.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https://g.page/malascallescid?share
https://g.page/malascallescid?share
https://goo.gl/maps/KnMGnAjWXyQmXEodA
https://goo.gl/maps/KnMGnAjWXyQmXEodA
https://goo.gl/maps/bjiV37iKcSF5jhuB6
https://goo.gl/maps/bjiV37iKcSF5jhuB6


 

Gastrobar Clandestino 
 

우수한 타파스, 볼로냐가 든 나쵸, 소시지, 버섯 ... 

레스토랑에서는 놓칠 수없는 혁신적인 요리를 

제공합니다. 

Calle Ancha와 매우 가까운 Calle Cervantes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Bar La Ribera 
 

casquería의 연인을 위해, 이것은 당신의 장소이며, 유일한 

어려운 것은 입장 할 수 있으며, 항상 가득합니다. 

신장, 삼겹살, 튀긴 피, 피 소시지, 물론 감자, 우리는 레온에 

있습니다! 

San Isidoro에서 Plaza de las Torres de Omaña까지가는 

거리에 위치.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다른 장소들… 
 

이 같은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입력하십시오. 

Vermutería Cervantes10: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El Gran Café: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Bar La Tizona: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Bar El Pajarín: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Gastrobar Clandestino 

 

 

 

      Bar La Ribera 

 

 

 

      성스러운 암소-이탈리아 아이스크림, 크레페 및 커피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https://goo.gl/maps/9rMtgjtUAhehmkwz5
https://goo.gl/maps/Z8gwe5ETEuqXCX7S7
https://g.page/cervantes10?share
https://goo.gl/maps/DfzRpe4p44kTZhUh7
https://goo.gl/maps/8kZH7Euj4AtTn4bo9
https://g.page/tabernapajarin?share
https://goo.gl/maps/9rMtgjtUAhehmkwz5
https://goo.gl/maps/Z8gwe5ETEuqXCX7S7
https://g.page/holycowleon?share
https://g.page/holycowleon?share


Burgo Nuevo 
같은 이름의 거리에서 부르고 누에 보 (Burgo Nuevo) 지역을 고려해야합니다. 그것은 보행자 구역의 중앙에 

있습니다.. 

 
 
Bar Las Torres 
 

부르고 누에 보 (Burgo Nuevo)의 알리 올리 감자가 

들어간 클래식 한 제품이지만, 특산품이므로 다른 

것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Bar El Morán 
 

이제 새로운 손에 닿아 새로운 감동을받은 평생 술집. 

다양하고 정교하며 맛있는 타파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Bar Las Torres 

 

Bar El Morán 
 

Burgo Nuevo 
www.hostalsnleon.es 

https://goo.gl/maps/mFJNmiEZbL31T8QbA
https://goo.gl/maps/YHsehSTPrJWFa7Dv8
https://goo.gl/maps/mFJNmiEZbL31T8QbA
https://goo.gl/maps/YHsehSTPrJWFa7Dv8
http://www.hostalsnleon.es/


 

 

 

 

 

    Restaurante La Sucursal 

 

Restaurante La Sucursal 
 

Calle Burgo Nuevo의 클래식, 화려한 마늘 수프, 미니 

버거, 카나페 등 

오늘의 매우 흥미로운 메뉴로 레스토랑을 

시험해보십시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Snack Bar Tribeca 
 

오르 도노 II에서 부르고 누에 보로가는 과정에서, 

유명한 버거를 먹을 수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파스가 있습니다. 

매우 아늑한 뒷마당이 있습니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Snack Bar Tribeca 

 

 

     Cervecería Odín 

   

 Cervecería Odín 

Burgo nuevo에서 Ordoño II로가는 도중에이 작은 바는 

다양한 타파스를 제공합니다. 

놓칠 수없는 좋은 분위기.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https://g.page/malascallescid?share
https://goo.gl/maps/aHiTWSTUqHYQiKHx9
https://goo.gl/maps/ScPbwVpJ336yJQvM7
https://goo.gl/maps/ScPbwVpJ336yJQvM7
https://goo.gl/maps/XUyKvmt4sG5GFRSc8
https://goo.gl/maps/XUyKvmt4sG5GFRSc8


Restaurante Cielito Mío 
 

멕시코 음식을 좋아한다면이 레스토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최고의 가격은 훌륭한 품질과 함께 

제공됩니다. 

추천.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Restaurante Alfonso Valderas 
 

전통 음식이지만 어떤 것이 그들을 구별한다면 

그것은 대구입니다. 

 

훌륭하게 준비된 고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Restaurante Cielito Lindo 

 

 

Restaurante Alfonso Valderas, en el primer piso. 
 

  

식당 
www.hostalsnleon.es 

https://goo.gl/maps/KVXzEfHNoCga6PQt7
https://goo.gl/maps/HifZhRmvcTnHvipr5
https://goo.gl/maps/KVXzEfHNoCga6PQt7
https://goo.gl/maps/HifZhRmvcTnHvipr5
http://www.hostalsnleon.es/


 

 

 

     Sibuya Sushi Urban Bar 

 

 

 

 

Sibuya Sushi Urban Bar 

스페인의 많은 도시에 이미 존재하는 Leonese 

프랜차이즈. 

아주 좋은 가격으로 일본 음식을 맛볼 수있는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Plaza San Marcelo 또는 León에있는 Plaza de las 

Palomas.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Restaurante Entredós 
 

놓칠 수없는 식당. Plaza de la Inmaculada 근처. 타파스, 

점심 또는 저녁 식사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훌륭한 메뉴가 있습니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Restaurante Gastrobar Entredós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Miu 

 

 

    Restaurantes Miu y La Mary 

  

 Restaurante Miu y La Mary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두 개의 레스토랑. El Miu는 

일식 레스토랑이며 La Mary는 현대식 전통 음식 

버전입니다. 

둘 다 가격과 품질이 우수합니다. 

La Mary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훌륭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La Mary 

https://goo.gl/maps/yHyMuMSP5t2zoU7E9
https://goo.gl/maps/yHyMuMSP5t2zoU7E9
https://goo.gl/maps/MVER8LrD9kw3Pks99
https://goo.gl/maps/MVER8LrD9kw3Pks99
https://g.page/MiuLeon?share
https://g.page/lamaryleon?share
https://g.page/lamaryleon?share


 

Planet MonGoGo 
 

바위가 많은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거나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텍스 멕스 음식. 

강력 추천!!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Venecia Steak House 
 

육류 애호가에게는 추천 메뉴를 제공합니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Parrilla Louzao 
 

고품질 고기 전문. 그들의 야채 그릴은 고기를 

보완합니다. 

그들은 모든 취향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Planet Mongogo 

 

 

 

      Venecia SteakHouse 

 

 

 

      Parrilla Louzao 

https://goo.gl/maps/7BZhNxMxABJA85Ky8
https://goo.gl/maps/iiHFmHFkK1secUTG6
https://goo.gl/maps/5GTEDrNDrc1Up2NG7
https://goo.gl/maps/7BZhNxMxABJA85Ky8
https://goo.gl/maps/iiHFmHFkK1secUTG6
https://goo.gl/maps/5GTEDrNDrc1Up2NG7


Vanity Luxury Hall 
 

Burgo Nuevo 지역에 위치한 세련된 나이트 클럽. 

 P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Crazy Town 
 

오래된 고전 인 락 애호가들에게.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Pub Gargantúa 
 

현재와 항상 좋아하는 사람들을위한 또 다른 고전.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Vanity Luxyry Hall 

     

    Crazy Town Bar. 

     

    Pub Gargantúa 
 

펍 
www.hostalsnleon.es 

https://goo.gl/maps/LVxg44ZwdgeesmEA7
https://goo.gl/maps/c8ufN3vzyKCDpoZe6
https://goo.gl/maps/VPwa2AfN3iZUhTQj9
https://goo.gl/maps/LVxg44ZwdgeesmEA7
https://goo.gl/maps/c8ufN3vzyKCDpoZe6
https://goo.gl/maps/VPwa2AfN3iZUhTQj9
http://www.hostalsnleon.es/


 

 

 

     The Harley León 

 

 

 

The Harley León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좋은 또 다른 장소.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Pub Chelsea British Bar 
 

가장 순수한 영국 스타일의 펍. 좋은 사이트.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Pub Chelsea C.B. 

 

 

 

    Barry’s Irish Pub León 

  

 

Barry’s Irish Pub 

아일랜드 선술집, 멋진 분위기.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La Mary 

 

https://goo.gl/maps/yHyMuMSP5t2zoU7E9
https://goo.gl/maps/PEiKfAR45hai1B517
https://goo.gl/maps/HnCMaoZX9Tjfz36H7
https://goo.gl/maps/HnCMaoZX9Tjfz36H7
https://goo.gl/maps/EM9E3W8fZtK3kFM69
https://goo.gl/maps/EM9E3W8fZtK3kFM69


 

Gepetto Copas 
 

젖은 동네에서 음료를 마시는 또 다른 좋은 곳.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Studio 54 
 

늦게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Glam Theatre 
 

잠시 동안 길을 잃을 다른 곳. 

 

 Google지도를 열려면 클릭 

 

 

 

  

 

      Gepetto Copas 

 

 

 

   Studio 54 

 

 

 

 

      Glam Theatre 

 

https://goo.gl/maps/cms6fXzptu7FT3aX9
https://goo.gl/maps/xdeMTxfH92zGhEzq5
https://goo.gl/maps/zkJeov8qMrYHxshSA
https://goo.gl/maps/cms6fXzptu7FT3aX9
https://goo.gl/maps/xdeMTxfH92zGhEzq5
https://goo.gl/maps/zkJeov8qMrYHxshSA

	발견하다 Leó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