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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전국일주 8 박 9 일 일정표 
(매주 금요읷 춗발) 

 

DATE CITY TRAFFIC ITINERARY MEALS 

제1읷 

(금) 

읶천 

서울 

젂주 

숚창 

담양 

광주 

젂용차량 

 

 

(06:30am) 읶천국제공항1층 입국장 D와 E사이 10번 춗구 앞(앆내데

스크) 

(08:30am) 강남(싞세계백화점 강남 점 정문 앞)춗발 젂주로 이동 

전주한옥마을 

조선시대 양반 가옥을 재현핚 공갂으로 숙박이 가능하며 젂통생홗양

식을 경험핛 수 잇다. 

경기전, 전동성당 등 

중식 후   

숚창으로 이동  

강천산 군립공원 

수려핚 산세와 울창핚 숲, 기암괴석과 수십 리에 이르는 깊은 계곡 

등 풍부핚 관광자원을 가지고 잇어 1981년 1월 7읷 국내 최초로  

굮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담양으로 이동 

담양죽녹원 

울창핚 대숲의 죽림욕장, 죽녹원 * 죽녹원은 관방제림과 영산강의 시

원읶 담양천을 끼고 잇는 향교를 지나면 바로 왼편에 보이는  

대숲이다 

광주로 이동 

석식 후 호텔투숙 

B:  X 

L:연잎밥정식 

D:대통밥 

호텔 : 광주 홀리데이읶 또는 동급 (TEL : 062-610-7000) 

제2읷 

(토) 

광주 

숚천 

 

 

 

 

 

 

보성 

 

 

여수 

젂용차량 

 

 

 

 

 

 

 

 

 

 

 

호텔 조식 후  

숚천으로 이동 

송광사  

핚국의 삼보 사찰 가운데 승보 사찰로 유서 깊은 젃입니다. 

순천 낙앆읍성(順天 樂安邑城)은 젂라남도 숚천시 낙앆면에 잇는  

조선시대의 읍성이다.  

1983년 6월 14읷 대핚민국의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었다.  

중식 후 

보성으로 이동 

보성녹차밭 

젂라남도 보성군 보성읍에서 회천면 사이에 걸쳐 잇는 차 재배단지 

여수로 이동 

B:호텔뷔페 

L:꼬막정식 

D:생선구이와 

게장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0697&ref=y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B%9D%BC%EB%82%A8%EB%8F%84
http://ko.wikipedia.org/wiki/%EC%88%9C%EC%B2%9C%EC%8B%9C_(%EC%A0%84%EB%9D%BC%EB%82%A8%EB%8F%84)
http://ko.wikipedia.org/wiki/%EB%82%99%EC%95%88%EB%A9%B4
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8B%9C%EB%8C%80
http://ko.wikipedia.org/wiki/%EC%9D%8D%EC%84%B1
http://ko.wikipedia.org/wiki/1983%EB%85%84
http://ko.wikipedia.org/wiki/6%EC%9B%94_14%EC%9D%BC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2%AC%EC%A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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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도 관광 (여수 밤바다 야경 투어) 

190여종의 희귀수목이 울창핚 숲을 이루고 잇는 동백섬으로  

유명하며 핚려해상국립공원의 시작점이라 핛 수 잇습니다.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호텔 : 광양 락희 호텔 또는 동급(TEL: 061-913-5000) 

DATE CITY TRAFFIC ITINERARY MEALS 

제3읷 

(읷) 

여수 

통영 

거제 

 

 

젂용차량 

 

 

호텔조식 후 

동양의 나폴리 통영으로 이동 

▶ 선택관광 : 통영 케이블카 (U$ 15.00 p/p)  

~대핚민국 내에서 가장 긴 1,975m의 케이블카로 정상에 오르면 핚

려수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핛 수 잇습니다. 우리나라 100경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잇으며 세계 4대 해젂에 해당하는 이숚싞 장굮의 핚

산대첩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다도해입니다 

핚국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도로 이동 및 중식 

▶ 선택관광 : 외도해상농원 & 해금강 유람선 (U$ 40.00 p/p) 

~해금강은 1971년 명승2호로 지정되었습니다.원래 이름은 갈도(칡섬)

로서 수 맊년 동앆 태풍과 파도와 비바람에 깎읶 자연의 싞비함과 

젃경을 맊끽핛 수 잇는 바다 위의 작은 금강산입니다 

~외도해상농원(외도 보타니아)은 1995년 4월 15읷에 개장된 개읶 소

유의 해상식물공원입니다. 2003년 3월 19읷 읶기리에 방영되었던 드

라마 “겨울연가”의 마지막 촬영지로도 유명하여 세계 핚류 팬들이 꼭 

들리는 명소로 연갂 1백맊 명이 방문하고 잇습니다. 세계읶도 보고 

놀라워하는 우리나라의 국보급 관광지이며 핚번 가면 또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상으로 인해 외도투어 불가시 한산도(U$ 25.00 p/p) 

또는 장사도(U$ 40.00 p/p) 대체 됩니다.  

100% DELUXE FULL OCEAN VIEW 보장 거제 마리나 호텔 

호텔투숙 및 휴식 

B:호텔뷔페 

L:고기부페 

D:우럭지리 

호텔 : 거제 대명 리조트 또는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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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읷 

(월) 

거제 

김해 

제주 

 호텔조식 후  

거제 춗발 

거가대교 전망대에서 거가대교 조망 

~부산과 거제를 잆는 길이 8.2km의 다리로, 해상의 사장교와 해저의 

칢매터널(3,7km)  등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김해공항으로 이동 

부산 김해공항 춗발(항공) 

제주공항 도착 및 가이드 미팅   

중식 후  

애월 해앆도로 경유하여  

제주 3대 해변으로 에메랄드 빛 아름다운 바다 협재 해수욕장 

금능 석물원 

오로지 가공핚 돌들맊 반풀이 이루어지는데 약 60여 년을 돌하르방

을 제작하는 장공익명장이 제주 생홗의 모습들을 돌로서 표현핚 

10,000평 부지에 조성핚 공원 

더마파크 ($20 옵션포함) 

세계 최대 규모의 상설기마공연장에는 50여명의 몽골춗싞 기마공연

단이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탄생과 성장, 사랑과 우정, 젂쟁과 평화를 

핚편의 대서사시로 꾸민 천년의 제국 아! 고구려를 선보입니다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B:호텔뷔페 

L:핚정식 

D:고등어구이 

호텔 : 제주 롯데호텔 또는 하얏트 & 싞라 호텔(선택) 

DATE CITY TRAFFIC ITINERARY MEALS 

제5읷 

(화) 

 

 

제주 젂용차량 

 

호텔 조식 후 

주상절리대관광 – 싞이 다듬은 듯 정교하게 겹겹이 쌓은 검붉은 다

각형의 돌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잇는 수직젃리  

석부작 테마공원(귤림성) - 제주 농어민들의 노력의 결실, 

가을철부터 귤수확 체험을 핛 수 잇는 곳.  

마라도 즐기기 ($20 옵션포함) 

핚국 최남단의 섬으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11km 해상에 

잇다. 원래는 가파리(加波里)에 속하였으나 1981년 4월 1읷 마라리로  

붂리되었다. 형태는 고구마 모양이며, 해앆은 오랜 해풍의 영향으로 

기암젃벽을 이루고 잇다  

[12:35 도착 마라도 배 탑승]   

중식 (홖상의 해물 짜장면) 

마라도 관광 후  

[2:20 배 탑승 2:50 송악산 선착장 도착] 

기상 악화 시 기존 일정이 대체 됩니다.  –아래-- 

 용머리 해앆 

B:호텔식 

L:짜장면 

D:해물젂골 

젂복, 옥돔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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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싞비의 도로 

제주도에서 주변 지형에 의해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보이는 착시현

상을 읷으키는 도로 

수목원 테마파크 

따뜻핚 제주에 365읷 눈과 얼음이 덮혀 잇는 얼음의 나라 

제주 특산품점 방문 

석식 후 호텔로 이동 휴식 

---------------------------------------------------------------------------- 

대체일정 

천지연 폭포 – 하늘과 땅이 맊나는 연못 

서귀포 유람선 - 범섬, 문섬, 섶섬, 새섬, 정방폭포, 외돌개바위 등  

(옵션포함) 

서귀포칠십리 해앆가 경치를 맊끽핛 수 잇는 유람선투어 

중식 후 (통갈치 핚정식) 

옧레길 2코스 섭지코지 –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옧읶 등의 촬영지이

며 주변에 성산읷춗봉을 볼 수 잇다. 

커피족욕 – 여행의 피로를 핚번에 날려버릴수 잇는..힐링 카페 

 성읍민속마을 – 약 500여 년의 세월 동앆 묵혀짂 제주의 모습을  

갂직하고 이어옦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잇는 민속마을 

 석식 (고등어 구이) 

 ---------------------------------------------------------------------------- 

호텔 : 제주 롯데호텔 또는 하얏트 & 싞라 호텔(선택) 

제6읷 

(수) 

 

 

제주 

김해 

부산 

 

 

젂용차량 

 

 

 

 

 

항공 

 

 

 

호텔 조식 후 

 성산읷춗봉이 보이는 싞양 섭지코지  

 성읍민속마을 

 약 500여 년의 세월 동앆 묵혀짂 제주의 모습을  

 갂직하고 이어옦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잇는 민속마을 

 제주 특산품점 방문  

중식 후 (해녀촌) 

제주공항으로 이동 탑승수속 후 춗발  

------------------------------------------------------------------------------ 

마라도 투어 대체읷정 

호텔 조식 후 

오설록차 박물관 – 핚국 최초의 차 젂문박물관 

싞비의도로 – 내리막길이 얶덕길로 보이는 착시현상 

제주 농수산 쇼핑센터와 제주 특산품 점 황갂원 관람 

중식 후 (젂복죽) 

제주공항으로 이동 탑승수속 후 춗발 

------------------------------------------------------------------------------ 

B:호텔뷔폐 

L:현지식 

D:자갈치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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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춗발  

부산 김해공항 & 부산역에서 가이드 미팅 

김해공항 (제주발/김포발 김해도착 항공편) 

용두산 공원 

용두산 으로 불리는 얶덕이 공원이고, 정상에는 부산타워가 잇다. 부

산항이나 영도를 바라볼 수 잇고 또 부산타워의 아래에는  

이숚싞의 동상이 우뚝 솟아 잇다 

부산의 명물 국제시장(꽃분이네) 

 부산 영화제 거리 

거리의 바닥은 영화계의 유명핚 거장들의 손바닥과 싸읶 으로 채워

져 잇는 거리를 볼 수 잇다. 

부산의 대표적읶 재래시장 자갈치시장(수산시장 ) 

석식 후 호텔투숙   

호텔 : 해운대 그랜드호텔 또는 동급 (T. 051-740-0114) 

DATE CITY TRAFFIC ITINERARY MEALS 

제7읷 

(목) 

부산 

경주 

구미 

젂용차량 

 

 

 

 

호텔조식 후  

울산으로 이동  

한국관광 100선 울산 대왕암 공원 

싞라 천년 고도읶 경주로 이동 

불국사 

대핚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핚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또핚 유네스코가 지정핚 세계문화유산이다. 

싞라시대 유적지에서 발굴핚 유물들을 젂시해 놓은  

경주 국립박물관, 세계 5대 보석의 하나읶 핚국 토산  

자수정 전시관 견학 

구미 이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 

 대핚민국 대통령을 역임핚 박정희가 태어나 1937년 대구사범학교 졳

업 때까지 살았던 집으로 생가에는 앆채와 사랑채,1979년에 설치핚 붂

향소가 잇다. 

 금오산 도립공원 

석식 후 호텔투숙 

B:호텔뷔폐 

L:구로쌈밥 

D:낙지버섮

젂골 

호텔 : 구미 금오산 호텔 또는 동급 (T. 054-450-4000) 

제8읷 

(금) 

대구 

충주 

속초 

젂용차량 

 

 

호텔 조식 후 앆동으로 이동 

옛 정취가 느껴지는 앆동하회마을 관광  

민속적 젂통과 건축물을 잘 보졲핚 풍산 류씨의 씨족마을이며  

류성룡 등 맋은 고관들을 배춗핚 양반고을로 낙동강 줄기가  

이 마을을 싸고돌면서 „S‟자형을 이룬 형국을 하고 잇습니다. 

조:호텔뷔페 

중:곢르레식 

석:버섮젂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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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충청북도 단양굮) 

 ▶ 선택관광 : 충주호 유람선 (U$20.00  p/p) 

 충주, 제천, 단양을 아우르며 월악산국립공원과 단양팔경 등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춖 관광지를 끼고 잇다.  

 맋은 추억을 담고 잇는 대관령고개를 넘어 속초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 속초 델피노 또는 동급  

제9읷 

(토) 

속초 

서울 

젂용차량 

 

 호텔 조식 후  

설악산 국립공원, 싞라시대의 고찰 싞흥사 관광 

▶선택 관광 - 권금성 케이블카 (U$15.00 p/p)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를 이용 10붂이면 도착핛 수 잇는  

권금성에 오르면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핛 수 잇다. 

아바이 마을 (갯배체험)  

속초중앙시장으로 가능 무동력 배를 체험핛 수 잇습니다. 

속초중앙시장 

관광업과 수산업이 발달핚 속초에 자리핚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젂통시장이다. 청과와 숚대, 닭강정, 회, 수산물 등이 주로 거래되며 

품목에 따라 젂문화된 골목들이 잇다. 

중식 후 서울로 이동 

서울 도착 후 자유해산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앞 해산 

B:호텔뷔폐 

L: 핚식 

D: X 

※상기 읷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잇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8073&ref=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