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 V02 160명 9/22(금) ~9/29(금) 2017 제 9차 대한노인회 미주 총연합회 고국방문 7박8일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시  간

1 일 인천 0630 A 팀 미팅 - 06:00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3번 출입문 앞! "삼호관광" 피켓 집결

9/22(금) A 팀 전용 버스 0730 투어 시작

서울 0730 B 팀 미팅 - 08:00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6번출구 직진 GS25 앞! "삼호관광" 피켓 집결

B 팀 전용 버스 0800 투어 시작

오전 아침 식사 - 설렁탕

용인 [관광] 한국 민속촌 -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체험 할수 있는 전통문화 테마파크

점심 식사 - 민속촌 내 자유 식사

오후 서울로 이동

서울 [관광] 전쟁 기념관 - 전쟁의 아픈 상처를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전시관

[관광] 동묘 벼룩 시장 - 서울 동묘 앞에 약 600여 개의 좌판이 모여 이룬 시장

저녁 식사 - 삼계탕

호텔로 이동 체크인 및 휴식

[옵션 관광] 롯데타워 스카이 전망대 야경 관광 ($30/1인)

인천 홍콩팀 KE 16:45 인천 국제공항 도착 / KE604편 홍콩12:05-인천 16:45

홍콩팀 OZ 17:40 인천 국제공항 도착 / OZ722편 홍콩13:10-인천 17:40

C 팀 18:30 C팀 미팅 -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3번 출입문 앞! "삼호관광" 피켓 집결

전용 버스 서울로 이동

서울 저녁 식사 - 삼계탕

호텔로 이동 체크인 및 휴식

★★★★★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0630 호텔 조식 후 체크 아웃

2 일 전용 버스 오전 고성으로 이동(약3시간 30분 소요)

9/23(토) 고성 점심 식사 - 메밀 막국수 정식

여권 원본 필수! 사본 안됩니다! 예약시 영문명과 동일한 여권이여야 합니다!

오후 [관광] 통일 전망대 - 망향과 분단의 설움을 달래는 살아있는 안보교육의 장

[관광] 6.25 전쟁 체험 전시관 - 전쟁의 참상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

[관광] 화진포의 성 - 이승만 대통령 별장, 김일성 별장 관광

속초로 이동 (약 50분 소요)

속초 호텔 체크인

저녁 식사 - 호텔 연회장 뷔페

총회 - 제 9차 대한 노인회 미주총연합회

★★★★★ 속초 델피노 호텔

상 세     일 정

서울 투어 팀

홍콩 투어 팀

HOTEL

HOTEL

3페이지 중 1페이지



확정 V02 160명 9/22(금) ~9/29(금) 2017 제 9차 대한노인회 미주 총연합회 고국방문 7박8일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상 세     일 정

0700 호텔 조식후 체크 아웃

3 일 속초 전용 버스 오전 [관광] 설악산 국립공원

9/24(일) 점심 식사 - 자유식사(국립공원 내)

오후 평창으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평창 [관광] 평창 동계 올림픽 현장 체험 - 스키 점프대

정동진으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정동진 [관광] 정동진 모래시계

삼척으로 이동 (약 40분 소요)

삼척 [관광] 삼척 동굴 신비관 & 죽서루

저녁 식사 - 해물 전골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삼척 쏠비치 호텔

삼척 0700 호텔조식 후 체크 아웃

4 일 전용 버스 오전 [관광]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체험

9/25(월) 경주로 이동 (약 3시간 소요)

경주 점심 식사 - 한식 뷔페

오후 [관광] 불국사

[관광] 대릉원 & 천마총

[관광] 첨성대

저녁 식사 - 쌈밥 정식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옵션 관광] 바실라 공연 관람 ($50/1인) - 천년의 역사! 신라 왕국의 숨겨진 이야기!

★★★★★ 경주 힐튼 호텔

경주 0700 호텔조식 후 체크 아웃

5 일 전용 버스 오전 합천으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9/26(화) 합천 [관광]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오후 점심 식사 - 산채 정식

창원으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창원 [관광] 창원 LG전자 공장 산업 시찰

[관광] 제황산 공원 - 모노레일 탑승

호텔 체크인

저녁 식사 - 호텔 연회장 뷔페

창원시 안상수 시장님 환영회

★★★★★ 창원 풀만 호텔

HOTEL

HOTEL

HOTEL

3페이지 중 2페이지



확정 V02 160명 9/22(금) ~9/29(금) 2017 제 9차 대한노인회 미주 총연합회 고국방문 7박8일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상 세     일 정

창원 0700 호텔조식 후 체크 아웃

6 일 전용 버스 0900 김해 공항으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9/27(수) 여권 원본 필수! 사본 안됩니다! 예약시 영문명과 동일한 여권이여야 합니다!

1000 김해 공항 국내선 청사 수속

김해 국내선 항공 1200~1230 김해 공항 출발 (국내선 항공 - 그룹 발권)

제주 1300~1330 제주 공항 도착

제주 가이드 미팅 후 투어 시작

제주 전용 버스 오후 점심 식사 - 돔베고기 정식

[옵션 관광] - 렉시 카누 ($20/인)

대한민국 최초 10인승 카누 보트로 제주도 한라산 전경이 일품

대체 투어 - 기상 악화시 돌고래 쇼 관람

[관광] 천제연 폭포 - 옥황상제를 모시는 칠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는 곳

저녁 식사 - 보말 미역국 정식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제주 중문 부영 호텔

호텔조식 후 투어 시작

7 일 제주 전용 버스 오전 [관광] 외돌개 -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9/28(목) [관광] 이중섭 거리 & 이중섭 미술관 - 천재화가 이중섭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거리

[관광] 석부작 테마공원 - 거친 돌에서 아름다운 꽃망울이 맺힌 돌이 되었구나

[옵션 관광] - 마라도 섬 투어 ($15)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자장면 한그릇!

오후 점심 식사 - 마라도 자장면

대체 투어 - 기상 악화시 서커스 월드 공연

[관광] 알뜨르 비행장 - 일제가 남긴 흉물스러운 격납고

[관광] 용머리 해안 - 수천만 년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의 아름다움

저녁 식사 - 해물전골 + 옥돔구이

숙소 도착 및 휴식

★★★★★ 제주 중문 부영 호텔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8 일 제주 전용 버스 오전 [관광] 성읍민속마을 - 제주도 특유의 생활 풍속을 복원해 놓았다

9/29(금) [관광] 조랑말 승마 체험 - 제주  조랑말의 모든 것!

오후 점심 식사 - 한식 뷔페

제주 공항 수속

제주 대한항공 1430~1500 제주 공항 출발

김포 1530~1600 김포 공항 도착

개별 해산

♥ 늘 최선을 다해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삼호관광- ♥

★ 상기 일정은 교통, 기상악화 등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호텔은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이드 Tip은 1인 1일 $10, 총 $80 입니다.

★ 호텔은 2인 1실 기준이므로, 1인 1실 호텔방 사용 시 추가 비용(싱글룸 사용비)이 있습니다. (행사시작 당일 변동 시에도 싱글룸 사용비가 적용됩니다)

★ 투어를 제외한 호텔 및 식사만 이용 시 패널티 $300이 부과 됩니다.

★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취소 및 변경사항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OTEL

HOTEL

3페이지 중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