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001

PAX&RMS T/FEE 일인기준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옵션포함
안내

쇼핑

REMARKS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식  사

제1일 인 천 KE 851 인천 출발

북 경 북경 도착후 가이드 미팅 중식:현지식

전용차량 천안문 및 천안문광장 석식:현지식

자금성-명청대의 고궁으로 현재는 거대한 박물관 

인력거 투어-(옵션 $20 pp) .날씨가 나쁘면 불가능함.

서커스 관람-묘기수준의 중국 서커스 관람  

석식후 중국의 정통차맛을 음미합니다. (쇼핑센타)

 호텔 체크인

HOTEL :   교문 호텔 (Beijing Jiaowen Hotel -   또는 동급  )

                 (  ☎  +86- 010- 6478-8100  )

제2일 북  경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조식:호텔식

용경협 관광(11/15~3/15 CLOSED-부국해저세계, CCTV TOWER 대체)  중식:현지식

만리장성 관광 (거용관지역) –초원으로가는제1관문 석식:현지식

중국 실크공장 견학 (쇼핑센타)  

발맛사지 체험-피로를 한번에 

석식후 호텔로 이동후 휴식 

HOTEL :   교문 호텔 (Beijing Jiaowen Hotel -   또는 동급  )

                 (  ☎  +86- 010- 6478-8100  )

제3일 북  경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조식:호텔식

천단공원 관광-명,청시기 황제가 하늘에 제사지내는곳 중식:현지식

중국한의원 방문 (쇼핑센타) 석식:현지식

중식후 *이화원 관광 (서태후의 여름궁전) 

중국진주 견학 (쇼핑센터)

금면왕조 대형중국쇼 관람 (옵션 US$50PP) 

석식후 호텔체크인

HOTEL :   교문 호텔 (Beijing Jiaowen Hotel -   또는 동급  )

                 (  ☎  +86- 010- 6478-8100  )

제4일 북  경 기상 및 조식 조식:호텔식

KE2852 11:45 북경 출발

김 포 14:55  김포공항 도착

                  <감사합니다>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합니다.

>>  옵션  2개  포함  ( 용경협,   발맛사지 )

      용경협 관광(11/15~3/15 CLOSED-부국해저세계, CCTV TOWER 대체)  

>>  옵션에 필요한  TIP 은  불포함입니다   

[ 쇼핑 ]약 4회의 쇼핑센타 방문일정입니다.

**  상기 요금은 2인1실 기준 1인요금입니다.
     룸메이트가 없어 독방사용시 독방 추가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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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표로 돌아가기 (클릭)

" 북경 "    3박4일    (오전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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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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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