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식사

9/19 인천 OZ723 10:00

화 홍콩 12:50 중 : 기내식

석 : 현지식

9/20 홍콩 전용차량 조 : 호텔식

수 중 : 얌차 (딤섬) 

석 : 불포함

    중국 21개 민족의 민속문화를 원형 그대로 모방하여

▶ 심천 관광 : 민속촌 + 소인국/민속쇼 1,2부

Option Tour  심천 $120/인

    꼬마 열차 $6/인, 발맛사지 $25/인 (매너팁 별도)

호 텔 MARRIOTT SHATIN HOTEL (T. 85-2-3940-8888) 또는 동급

호텔 조식 후 미팅

▶ 중국 전통 사원의 전형인 웡타이싞 사원 관광

   홍콩 사람들이 건강과 사업운을 기원하며 제를 올리는 곳

▶ 쇼핑점 방문 (보석 및 잡화)

호 텔 MARRIOTT SHATIN HOTEL (T. 85-2-3940-8888) 또는 동급

여행 일정

    18만 평방미터의 대형 문화유람지로 조성핚 곳입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인천 국제공항 출발

    민속 퍼레이드는 그 화려함과 예술감이 아름답습니다.

▶ 낭만의 거리 관광

▶ 전통과 모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헐리우드 로드

▶ 트렌디핚 거리로 미식가들이 주로 찾는 소호거리

▶ 이국적인 분위기의 스탠리 마켓 관광

홍콩 마카오 3박 4일 17-0607

포        함 (시외) 특급 호텔, 핚국어 가이드, 차량, 식사, 입장료 등

불  포  함 가이드 팁 $40/인, 국제선, 여행자 보험, 기타 개인적인 비용 등

호텔 투숙 및 휴식

▶ 홍콩의 명물로 세상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 미드레벨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도착

   3) 붐비는 핚국 남대문 시장과 같은 몽콕야시장 방문

   2) 2층 버스를 타고 느껴보는 홍콩의 밤거리

석식 후 Option Tour $20/인

▶ 파크 트램(편도)을 타고 빅토리아 산정에서 전경 감상

   1)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이어주는 스타 페리 탑승 (야경)

Gate B 출구로 나와서 가이드 미팅

홍콩섬으로 이동하여 관광 시작



9/21 홍콩 전용차량 조 : 호텔식

목 중 : 핚식

석 : 현지식

마카오

9/22 마카오 전용차량 조 : 호텔식

금 중 : 기내식

OZ724 13:50

인천 18:10

    오랜 기간 포르투갈 지배로 유럽과 동양이 공졲하는 땅,

    동양의 라스베가스로 불리는 카지노로 유명합니다.

중식 후 페리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홍콩 출발 (1시간 소요)

마카오 도착 후

                  윈분수쇼 $10/인, 마카오 타워 $25/인

    성 도미니크 성당, 유명 카지노, 몬테요새 관광

Option Tour  베네시안 리조트 $10/인,

홍콩 시내 관광 쇼핑센타 방문

▶ 성바울 성당, 육포 및 쿠키거리, 세나도 광장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호 텔 MACAU LIO HOTEL (T. 85-3-2871-8718) 또는 동급

호텔 투숙 및 휴식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출발

    김대건 싞부가 수학핚 성당이 있어 유명핚 곳입니다.

호텔 조식 후

인천 국제공항 도착

페리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마카오 출발

호텔 조식 후 체크 아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