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장가계 직항 원가계 천문산(귀곡잔도) 4박 5일 ■
▶ 여행지역 : 중국 장가계 원가계 천문산 귀곡잔도
▶ 여행일시 : 2014년 10월 19일 / 26일 출발 (4박 5일) 총 2회

M B C 투 어 클 럽
T. 061-650-3355/ FAX.061-650-3454

▶ 세부여행 일정표 – 4박 5일
일 자

지

역

교

통

시 간

여수순천 전세버스 14:00
제1일

대

구

장가계

제2일

17:45
3U 8590 19:45
21:15

오 전

장가계
전용버스
원가계

제3일

오 후

오 전

장가계
전용버스
천문산

제4일

오 후

오 전

장가계
전용버스
천문산

오 후

오 전
제5일
3U 8589 14:50
18:45
대 구
전용버스 19:20
여수순천
22:20
장가계

상 세 일 정
식 사
여수/순천 집결 후 대구공항으로 이동
일반식당에서 중식 후 대구공항으로 이동
대구공항 도착후 국제선 출국수속
대구공항 출발 / 장가계향발
장가계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석:기내식
호텔투숙 및 휴식
호 텔: 청화금강호텔(정규 5성) 또는 동급
호텔 조식 후
조:호텔식
산정호수인 보봉호 유람선 관람
전통찻집 방문후 중식
무릉원 풍경구 관광
케이블카로 천자산등정
(선녀헌화/서해/하룡공원등 관광)후 원가계로 이동
중:불고기
원가계 도착후 도보로 원가계 관광
(천하제일교/미혼대등 관람)
백룡엘리베이터로 하산후
무릉원 풍경구 귀환하여 궁중요리로 석식
석:궁중요리
발맛사지 체험(1시간)후
호텔투숙 및 휴식
호 텔: 청화금강호텔(정규 5성) 또는 동급
호텔 조식후
조:호텔식
장가계 대협곡 관람
중식 후
중:소고기
십리화랑(꼬마열차) 왕복
특 식
금편계곡 황석채 관광
호텔투숙 및 휴식
석:한정식
호 텔: 청화금강호텔(정규 5성) 또는 동급
호텔 조식후
조:호텔식
황룡동굴 관람
( 동굴내 광장, 석순, 석주, 산, 호수, 폭포등 )
라텍스 전문점 방문
중:한정식
장가계 혼인 “천문산 케이블카 관광”
귀곡잔도 및 천문산사 관람
셔틀버스로 천문동으로 이동하여 관람
석:삼겹살
한정식으로 석식후
(무제한)
호텔투숙 및 휴식
호 텔: 청화금강호텔(정규 5성) 또는 동급
호텔조식후 토가풍정원 관람
조:호텔식
장가계출발 / 대구향발
중:현지식
대구공항도착 후 입국수속
버섯전골
대구출발 여수/순천향발
석:기내식
여수도착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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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여행요금 : 4박 5일-1,390,000원(유류할증료 및 TAX

포함)

▶ 세부여행조건 :
출발일자

여행특전

포함내역

불포함내역
쇼핑안내
선택관광안내
독실사용료

1차 : 2014년 10월 19일~23일(일~목)-4박 5일
2차 : 2014년 10월 26일~30일(일~목)-4박 5일
-여수순천광양에서 공항까지 전세버스로 모시는 편안함
-장가계까지 가는 직항의 편안한 여행!
-전일정 5성급호텔(☆☆☆☆☆) 숙박 “청화금강호텔-정규5성”
-전일정 NO-TIP 행사 진행 !!!!!
-장가계혼인 “천문산 케이블카 – 귀곡잔도, 천문산사 포함”
-장가계 대협곡 및 황석채 관광 포함
-중국 비자 비용 포함 (단, 단체비자기준)
-일정중 특식 제공 – 소고기특식, 5성급호텔 궁중요리, 삽겹살 특식
-천자산 케이블카, 십리화랑 꼬마열차 왕복포함, 백룡엘리베이터 포함
-보봉호수 유람선 포함, 황용동굴, 중국전통 발맛사지/전신맛사지 포함
-쇼핑센터 2회로 제한 : 라텍스 전문점, 전통찻집 또는 진주전문점
-지역출발부터 인솔자 동행으로 신속한 출입국 수속 및 서비스제공
왕복 국제선 항공료, 관광지 입장료, 전일정 식사, 인솔자/가이드/기사 팁
공항세+관광진흥개발기금, 항공 TAX + 전쟁보험료, 2억원 여행자 보험
중국단체비자 발급비용, 일정표 상의 명시된 관광지 일체
(전통 발맛사지 1회), 특식(궁중요리,소고기특식, 삼겹살)
개인용돈, 물값 및 주류비등 ,매너팁, 선택관광경비
총2회 : 라텍스판매점 / 중국 전통찻집 또는 진주전문점
천문호선쇼 40$ , 전신맛사지 2시간 40$
1박당 40$ * 4박 = 160$
▶ 특별약관 –취소료 규정 ◀
○ 본 상품은 항공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
로서, 취소시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예약 및
취소수수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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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산정날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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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안내
▶ 천문산쇼(여우쇼) $40
소요시간 : (약 1시간 30소요)

내 용 : 천문호선쇼라고 불리우며 북경올림픽 영상 총감독을 한 “장예모”감독이 연
출한 쇼이다. 현란한 조명과 천문산이라는 거대한 자연과 천문산 협곡을 배경으로
한 환상적인 무대의 이 공연은 웅장하고 멋있다.
인간과 여우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로 헤어졌다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만년이
나 지난 후에 다시 만나게 됐다는 줄거리의 한편의 대서사시이다.
세계 최초로 해발 1,100m의 산과 종횡 5km의 협곡과 폭포가 흐르고 안개가 흩날리
며 꽃과 풀, 나무가 무대를 이루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멋진 뮤지컬이다.
단, 폭우 및 기상악화시 공연없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