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102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쇼핑

REMARKS

일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식   사
제1일 북  경 ke2851 9:30 인천 출발

10:30 북경 도착 중:현지식
천안문광장, 자금성,서커스관람. 석:현지식
호텔휴식

HOTEL :붜타이가화호텔 010-51559988 혹동급

제2일 북 경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후 조:호텔식

용경협관광, 만리장성관광(거용관) 중:현지식

**옵션: 금면왕조$50. 발맛사지체험 석:현지식

호텔휴식

HOTEL :붜타이가화호텔 010-51559988 혹동급

제3일 북 경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후 조:호텔식

천단공원,이화원관광. 중:현지식

** 쇼핑:한의원. 진주공장. 석:현지식

**옵션: 인력거투어$20.

석식후 호텔휴식

HOTEL :붜타이가화호텔 010-51559988 혹동급

제4일 북 경 전용차량 전일 호텔조식후 공항으로 이동 조:호텔식

오전항공 북경 출발 중:현지식
서안 서안 도착 석:현지식

병마용,진릉,화청지
**옵션:지하궁전$10.

** 쇼핑: 죽섬유
석식후 호텔휴식

HOTEL :해성호텔 (029-83266666)혹 동급

제5일 서안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후 조:호텔식

서안 박물원. 대안탑 및 대안탑광장. 중:현지식

성벽,비림박물관. 석:현지식

MU2431 22:15 서안 출발

장가계 23:25 장가계 도착

석식 후 호텔휴식

HOTEL :개천호텔(0744-2151222) 혹 동급

요금표로 돌아가기 (클릭)

" 북경/서안/장/계림/상소항 "10박11일   

>> 차량(인원에 따라 차종 달라짐) ,가이드(조선족 가이드), 식사 , 호텔, 입장료(일정표대로), 

>> 항공요금, 중국비자비용, 여행자보험, 가이드및드라이버 팁(US$10 per person / day), 옵션 비용 

쇼핑센타 방문일정입니다.

**  상기 요금은 2인1실 기준 1인요금입니다.
     룸메이트가 없어 독방사용시 독방 추가료 있습니다.
** 서안/장가계 비행기 운행하지 않을경우 장사로 이동하여 대중교통으로 장가계로 들어갑니다.
      (4명까지도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 장가계에서 계림으로 이동시 기차이동입니다. (현지 기차 사정상 6인1실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 장가계 호텔은 칫솔/치약이 없을수 있으니 준비해주세요.  
** 중국내 국내선 예약은 여권상의 정확한 이름과국적,여권번호,생년월일이 필요하며,국내선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다소 변동될수 있습니다.중국내 국내선 무료 수하물은 1baggage 20kg입니다. 
    초과시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  중국은 비자 (6개월 이상)가 필요한 국가이오니, 출발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패키지 행사이므로 일정중 개인 일정이 불가능하십니다. 양해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상품 구입후 개별일정을 원하실경우에는 페널티 USD100PP이 발생합니다. )
     또는 개인일정을 원하실경우 에어텔(항공권 + 호텔) 상품을 이용 바랍니다.
** 상기 관광은 한국인(교포)을 위한 패키지로 외국인일경우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6일 장가계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후 조:호텔식

천자산,원가계, 백룡엘리베이트.십리화랑.보봉호 중:현지식

** 쇼핑: 라텍스,백화점. 석:현지식

** 옵션: 천문호선쇼 $50.

석식후 호텔휴식

HOTEL :개천호텔(0744-2151222) 혹 동급

제7일 장가계 전용차량 전일 호텔조식후 조:호텔식

황용동굴.백장협(차창관광),천문산,천문동, 중:현지식
금편계곡. 석:현지식
**옵션:천문산사$30.

열차 17:20 장가계 기차역 출발

HOTEL :기차내 1박.

제8일 계림 전용차량 전일 조식후 조:호텔식

이강유람(관암-양제 1시간코스),복파산관광, 관암동굴. 중:기내식

**옵션:모노레일$20,요산리프트왕복$25. 석:현지식

**쇼핑:히노끼

저녁항공 계림 출발

항주 도착

호텔휴식

HOTEL :해외해국제호텔 혹 동급

제9일 항주 전용차량 전일 호텔조식후 조:호텔식

서호유람선,정자사,성황각,청하방거리. 중:현지식

**옵션: 발맛사지$25.송성가무쇼$40. 석:현지식

소주로 이동

**쇼핑:실크,옥.

소주 석식후 호텔휴식

HOTEL :남아호텔 혹 동급

제10일 소주 전용차량 전일 호텔조식후 조:호텔식

유원,한산사,호구탑, 상해로 귀환(1시간40분) 중:현지식
상해 임시정부,신천지,남경로 석:현지식

**옵션: 황포강유람선$35.

호텔휴식

HOTEL :골든리치호텔 혹 동급

제11일 상해 전용차량 오 전 기상 및 조식 조:호텔식

공항으로 이동

국제선 13:00 상해 출발

인천 도착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