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경 만리장성/ 태항산대협곡 4박 5일
▶ 1인당 여행요금 : 1,200,000원

(유류할증료 및 TAX 포함)

▶ 세부여행조건
출발일자

[1차] 2014년 5월 20일 ~ 5월 24일(4박 5일)
[2차] 2014년 5월 27일 ~ 5월 31일(4박 5일)
- 국적기인 아시아나항공 이용(출발-무안공항, 도착-청주공항)
- 북경 핵심 관광지 관광
자금성, 천안문광장,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만리장성, 금면왕조쇼

여행특전

포함내역

불포함내역
쇼핑안내
독실사용료

- 중국의 그랜드캐년 태항산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협곡 중의 하나로 하북성, 하남성,
산서성 3개의 성 접경에 걸쳐있는 거대한 협곡 태항산 대협곡
웅장한 남자의 풍채를 닮은 “천계산 풍경구” 관광
기암괴석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 “만선산 풍경구”관광
북경-신향, 임주-북경 구간 중국 고속열차(까오슈) 탑승-2등석(시속430㎞)
도화곡, 환산선도로, 왕상암, 구련산 왕망령, 천계산(회룡) 관광
“ 전일정 NO-TIP 행사 ”
왕복 국제선 항공료, 관광지 입장료, 전일정 식사, 인솔자/가이드/기사 팁
무안공항세+관광진흥개발기금, 항공 TAX +전쟁보험료, 2억원 여행자보험
중국단체비자 발급비용, 유류할증료, 여수순천-공항간 왕복수송비용
전신맛사지 1시간, 태항산(도화곡), 천계산(케이블카)
개인용돈, 물값 및 주류비 등, 매너팁 , 선택관광경비
총 2회 : 라텍스전문점, 진주잡화점
4박 = $160 (약 176,000원)

▶ 특별약관 - 취소료 규정 ◀
○ 본 상품은 항공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여행출발 31일전(~31)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10% 배상
예약 및
- 여행출발 14일전(30~14)까지 취소시: 상품가격의 30% 배상
취소수수료규정 - 여행출발 7일전(13~7)까지 취소시: 상품가격의 50% 배상
- 여행출발 1일전(6~1)까지 취소시: 상품가격의 8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시: 상품가격의 100% 배상
※ 단,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업무시간 이외의 취소통보는 취소료 규정 산정날짜에서 제외됩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0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신청안내

인터넷 : 여수mbc 홈페이지 투어클럽 신청서 접수, 전화예약 650-3355

입금계좌
안
내

광주은행 673-107-003340 , 예금주 : 여수문화방송(주)
예약금: 1인당 250,000원 / 잔금 : 출발 20일전 입금

▶ 세부여행 일정표
일 자

제1일

지 역

교 통

시 간

여수/순천 전용차량 10:30
13:30
무 안 OZ 341 15:10
16:25

상 세 일 정
여수순천 출발/ 무안으로 이동중 중식
무안공항 도착후 국제선 탑승수속
무안출발 / 북경향발
북경 도착후 입국수속 및 가이드 미팅
북경 798예술의 거리 자유관광
금면왕조쇼 관람후 석식
호텔투숙 및 휴식

식 사
중:휴계소

석:현지식

호텔 : 춘휘원 호텔 또는 동급
08:00
북 경
전용차량

제2일
신 향

G 565

19:55
22:51

호텔 조식후 만리장성으로 이동
만리장성(케이블카왕복) 관광
중식후
천안문(5.4광장),자금성(명,청대 왕들이 머물던곳)
석식 후 북경 서역으로 이동
열차편으로 북경에서신향으로 (약 2시간40분소요)
신향 도착 후 호텔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호텔 : 신향빈관(4성급) 또는 동급
천계산
전용차량
빵차
케이블카
왕망령
제3일

전 일
만선산 전용차량

임 주

호텔 조식후 천계산(회룡)으로 이동
빵차 이용하여 괘벽통로를 통과하여
운봉화랑(1-7전망대) 노야정 케이블카 왕복
셔틀버스로 왕망령으로 이동하여
왕망령 천주쌍봉 남석림 북석림 관광후 하산
비나리길을 이용하여 만선산으로 이동
곽량촌-절벽장랑-단분구-흑룡담-백룡담등 관광
임주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석식후 전신맛사지 1시간체험
호텔투숙 및 휴식
호텔 : 임주중주국제 또는 춘추국제(4성급)

임 주

전용차량
빵차

제4일

전용차량
안 양
북 경

G 574

16:50
19:19

호텔 조식후 태항산대협곡으로 이동(약40분소요)
태항산 석판암풍경구 등정(도보로 약 1시간)
도화곡-황룡담-함주-이룡희주-구련폭포
빵차로 환산선도로를 거쳐 왕상암으로 이동
왕상암 관광(약 3시간) : 목파마-잔도-관경대
-통제-사자동-옥황각-운제-하복동-왕상촌
하산후 안양으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열차편으로 북경으로 이동(약 2시간30분 소요)
북경 도착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조:호텔식

중:산 채
비빔밥

석:한 식
(삼겹살)
조:호텔식

중:현지식
(닭백숙)

석:현지식

호텔 : 춘휘원호텔 또는 동급
북 경

전용차량

08:30
OZ 374 10:40
제5일
청 주
13:35
여수/순천 전용차량 14:20
17:20

호텔 조식후 공항으로 이동
북경 수도공항 도착후 국제선 탑승수속
북경 출발 / 청주 향발
청주공항 도착후 입국수속
여수/순천으로 이동
순천/여수도착후 해산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호텔식
중:기내식

〔 여 행 전 유 의 사 항 〕
▶ 예약관련
○ 대표예약전화번호 : 061-650 3355
○ 전화 및 인터넷으로 예약하실수 있으며, 예약과 동시에 여권사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영문명, 주민번호 등)
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E-MAIL: tour@ysmbc.co.kr 또는 FAX 061-650-3454)

○ 예약금은 예약 후 3일이내에 1인당 300,000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하지 않으시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MBC투어예금계좌 : 광주은행 673-107-003340

예금주 : 여수문화방송(주)

▶ 특별약관 –취소료 규정 ◀
○ 본 상품은 항공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다음과 같은 특별약
관이 적용됩니다.
- 여행출발 31일전(~31)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14일전(30~14)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7일전(13~7)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출발 1일전(6~1)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 단,주말(토요일,일요일) 및 업무시간 이외의 취소통보는 취소료 산정날짜에서 제외됩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0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중국비자정보
○ 1. 단체비자 ☞ 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3박 4일 소요)
2. 개인비자 ☞ 여권, 사진1장, 주민증사본, 명함,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여권정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MBC문화탐방상품은 기본적으로 단체비자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합니다. 수속시간이 다
소 지연될 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 현지에서 여권, 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 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
용으로 부담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단체 여행시 참고사항
○ MBC해외문화탐방은 기본적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
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관련
○ 여수MBC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억5천만원(기간:2012년3월9일~2013년7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상품에 2억원 여행자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보험약관
나이

상해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통원/조제비

질병

사망
의료비
통원/조제비

배상책임(면책1만원)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특별비용
-

만0세~ 만14세
만15세~79세 5개월
79세6개월~99세
무담보(無)
2억원
무담보(無)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200만원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무담보(無)
1,000만원
무담보(無)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
정)
100만원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200만원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유류할증료 및 추가비용관련
○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 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달러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독실추가비용 $45/박/인: $45*4박= 전일정 $180 (약 216,000원)
▶ 쇼핑 및 유의사항
○ 쇼 핑: 라텍스, 죽탄(대나무 숯제품) 등 2곳!!
○ 쇼핑 및 환불 시 주의 사항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 소요
- 처리방법: 물품 구입 한달 이내에 환불 가능,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하며, 없는경우 환불이 불가합니
다.
- 환불수수료: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시 5% 카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지에서 배송받은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 라텍스는 현지에서 배송받는 경우, 별도의 배송비가 부과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깨,잣 등)은 환불/교환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관광 관련
○ 현지에서 좀더 알찬여행을 만들고자 저녁 일과후에 손님여러분께 안내해드리는 일정으로 손님들의 선택에따
라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 항공기 탑승시 유의사항 및 마일리지 관련
○ 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
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 세관 및 검역관련(국내 귀환시)
○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및 중국내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커피믹스, 손목시계, 간단한 밑반찬을 준비하시면 더욱 즐거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축산관련종사자는 입국시 검역센터에 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 MBC투어 단체여행 일반조건(국외여행 약관기준)
○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
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 16명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
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