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REMARKS

일 자 장 소 교 통 시 간 일        정 식  사

김포/제주 국내선 김포 혹은 제주공항 출발 (부산역도착 손님은 개별적 호텔 체크인)

부  산 부산 김해공항에서 가이드와 미팅 (미팅피켓 : US TOUR)

호텔 도착 후 휴식

 HOTEL : 부산 노보텔 또는 동급

부  산 전용차량 9:00 호텔 조식후 자갈치 어시장으로 이동 B: 호텔식

10:00 조식 후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부산의 명소 자갈치 어시장,

10:30 천년의 고도 경주로 이동

경  주 12:00 점심식사 L: 경주 쌈밥

13:30 신라 천년문화 첨성대, 국립 경주박물관 관광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지 불국사, 석굴암 관광

18:30 저녁식사 D: 경주한정식

호텔 도착 후 휴식

 HOTEL : 경주 현대 호텔  혹은 동급

제3일 경  주 전용차량 8:30 호텔 조식후 한국유교의 메카 안동으로 이동. B: 호텔식

(토) 11:00 한국 전통가옥의 미(美) 안동 하회마을관광

12:00 점심식사    L: 찜닭 OR

13:00 점심식사 후 제천으로 이동 간고등어정식

제  천 15:30 제천의 관광명소인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구경

17:00 청풍문화재단지 구경후 원주로 이동

원  주 18:00 원주로 도착후 저녁식사 D: 보쌈정식

호텔 도착 및 휴식

 HOTEL : 원주 인터불고 혹은 동급

제4일 원  주 전용차량 9:00 조식후 산악지대와 바닷기 길을 지나 설악산으로 출발 B: 호텔식

(일) 설  악 11:30 설악산  도착하여 점심식사

12:30 천년사찰 신흥사 와 통일 대불상 관광 L: 생선구이정식

13:00 한반도의 사시사철 풍경을 느낄수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관광 또는 버섯전골

권금성 케이블카 탑승하여 설악산 경치 즐기기

14:30 서울로 출발

서  울 17:00 서울 도착후 해산 (샌딩장소 :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D: 불포함

*** 안녕히 가십시오 ***

* 상기 일정, 호텔, 식사메뉴는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합니다. 

 요금표로 돌아가기 (클릭)

 Go! Go! 맛찾아 동해안 3박 (목)
>> 차량(인원에 따라 차종 달라짐) , 가이드(한국어 가이드), 식사(현지식), 호텔(2인1실), 입장료(일정표대로), 가이드 및 

드라이버 팁, 옵션관광.

>> 항공요금, 여행자보험, 개인비용, 일정에 불포함된 추가옵션.

> 호텔2인1실 기준입니다.룸메이트가 없어 독방사용시 독방 추가료 있습니다. 

> 팁 및 옵션투어 비용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 패키지 행사이므로 일정중 개인일정이 불가능하십니다. (Penalty  1인당  USD100)

> 현지 사정에 의해 식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일

(목)

제2일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