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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tours.com 

최소 출발 인원: 2 명 출발일: 매주 토

AK-06

SHARP TRAVEL

노블(6) 전국일주 9박 10일

예약 안내

1일차
장소 교통편 시간 행사 일정

서 울 
부 여 
군 산

전용차 08:30 
 

09:00

가이드 미팅 (1차) : 지정 호텔 로비 -- 피켓명 : 다원USA 
                      
가이드 미팅 (2차) :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옆 신세계백화점 정문 앞 
                         -- 피켓명 : 다원USA 
 
부여로 이동 (정안휴게소 경유) 
► 고란사 - 백제의 도읍지인 사비성, 700년 백제의 멸망을 지켜본  
    백마강을 유람선을 타고 (왕복) 이동하며 주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 
► 낙화암 - 백마강에 몸을 던진 3천 궁녀의 절개를 상징하는 바위  
 
중식 후 군산으로 이동 
► 군산 관광 -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도시 전체에 남아 있어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시 산책 
    고우당 (일본식 다다미 호텔), 초원사진관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 
    히로쓰 가옥 ('장군의 아들' 촬영) 
► 새만금 방조제 -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꾼 역사의 현장, 
    2010년 완공된 길이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 방조제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군산 에이본 호텔 www.avonhotel.co.kr (T. 063-730-8000) 또는 동급 
 중식 : 연잎밥     석식 : 돌솥 매운탕

 

2일차
장소 교통편 시간 행사 일정

군 산 
전 주 
순 창 
순 천 
여 수

전용차 전일 호텔 조식 후 
전주로 이동 
► 풍남문 -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남쪽 출입문이었던 호남 제1문  
    대표적 재래시장인 남문시장 및 일제 36년의 상징인 소녀상 방문 
► 전동성당 - 1914년 건축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로 1791년 신해박해 때 
    국내 최초로 2분의 순교자가 처형 당한 순교터에 세워진 성당 
► 경기전 -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전각 
► 한옥마을 - 전주시 풍남동과 교동 일대에 약 700여채 한옥 전통 마을로 
    옛 문화의 멋과 먹거리들로 가득한 신개념 관광 명소 
 
중식 후 순창으로 이동 
► 강천산 군립공원 - 기암절벽이 병풍치듯 늘어선 깊은 계곡과 아름다운 
    폭포가 어우러져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강천산은 맨발로 걷는 

Tweet

Like 0

http://www.mstaynaju.co.kr/
https://twitter.com/intent/tweet?original_referer=http%3A%2F%2Fdaoneusa.com%2Ftours%2Fview%2F618&ref_src=twsrc%5Etfw&text=%EB%85%B8%EB%B8%94(6)%20%EC%A0%84%EA%B5%AD%EC%9D%BC%EC%A3%BC%209%EB%B0%95%2010%EC%9D%BC%20-%20Daone%20USA&tw_p=tweetbutton&url=http%3A%2F%2Fdaoneusa.com%2Ftours%2Fview%2F618


    지압길과 맑은 계곡물이 최고의 풍광을 경험하게 한다. 
 
순천으로 이동 
► 순천만 국가정원 - 국가지정 1호 정원으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그림같이 펼쳐져 있어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장소   
 
아름다운 항구 도시 여수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오동도 (자유 산책) - 3,000여 그루 동백꽃이 군락지를 이루는 곳으로 
    여수 앞바다와 섬을 잇는 방파제 벽화길은 그림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여수 엠블 호텔 www.mvlhotel.com (T. 061-660-5800)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주막집 한상     석식 : 게장정식

 

3일차
장소 교통편 시간 행사 일정

여 수 
광 양 
하 동 
통 영 
거 제

전용차 전일 호텔 조식 후 
► OPTION TOUR : 여수 해상케이블카 $15/인 (편도) 
    바다 위를 지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약 1.5km 길이의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로 거북선대교와 아름다운 여수 앞바다를 감상 
    ☞ OPTION TOUR 안하시는 손님은 돌산공원 자유 산책  
 
(이순신대교를 경유하여) 광양으로 이동 
► 광양제철소(차창) -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인 연간 1,800만톤의 
    조강 능력을 갖춘 제철소 (포항제철 1,500만톤)  
 
하동으로 이동  
► 송림공원 - 영조 21년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 
    조성된 소나무숲으로 강변을 끼고 이어진 산책로는 최고의 힐링 코스  
 
동양의 나폴리 통영으로 이동 후 중식 
► 동피랑 벽화마을 - [동쪽벼랑]이라는 뜻으로 골목길따라 파스텔톤의 
    예쁜 벽화가 그려져 있는 동화같은 마을에서 산책 
    ☞ 비탈길 산책이 불편하신 분들은 [강구항] 및 [거북선 광장] 산책 
 
한국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도로 이동 
► OPTION TOUR : 외도 해상공원 + 해금강 유람선 $40/인  
    ☞ OPTION TOUR 안하시는 손님은 호텔 CHECK IN 후 자유시간 
    ☞ 외도 유람선 대신 한산섬으로 대체 가능 $25/인  
 
    외도 해상공원 - 40여년간 개인에 의해 꾸며진 아름다운 남국의 
    파라다이스로 다양한 수많은 식물 정원이 장관을 이루는 해상공원 
    해금강 - 수만년 동안 태풍과 파도에 깍여 절경을 이룬 곳으로 
    바다 위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최고의 경치를 보여주는 장소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거제 마리나 대명리조트 www.daemyungresort.com (T. 1588-4888)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굴정식     석식 : 냉면 & 육전

 

4일차
장소 교통편 시간 행사 일정

거 제 
부 산 

전용차 전일 
 

호텔 조식 후 
► 신선대 - 신선이 내려와 놀던 자리라 불릴만큼 경치가 뛰어난 곳  

http://www.mvlhotel.com/
http://www.daemyungresort.com/


제 주  
 
 
 
 
 
 
 

12:00 
 
 
 
 
 

► 몽돌해수욕장 - 모레가 아닌 [모나지 않은 둥근 돌]이 깔린 해변으로 
    물이 맑아 가을색을 닮은 흑진주 몽돌해수욕장 
 
거가대교 경유해서 부산으로 출발 
► 거가대교 - 거제도와 부산의 가덕도를 잇는 2010년 개통된 다리로 
    해상의 사장교와 약 3.7Km 길이의 수중 [침매터널]로 구성 
    거가대교 전망대에서 탁 트인 바다의 아름다운 전망을 조망 
 
김해공항 도착해서 중식 후 제주로 출발 
** OZ8111 13:20 또는 KE1007 13:50 이용 바랍니다 ** 
 
제주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 피켓명 : 다원USA 
 
► 애월한담길 - TV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집'을 통해 소개된  
    아름다운 해안 길을 따라 펼쳐진 최고의 산책로  
► 송악산 (또는 용머리해안) - 최남단의 마라도와 가파도, 형제섬, 
    우뚝솓은 산방산, 한라산, 끝없는 태평양, 능선으로 이어진 푸른 잔듸, 
    이 모든 것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송악산 관광  
    ☞ 현지 사정으로 송악산 관광 불가시 용머리 해안 산책으로 대책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제주 부영 호텔 www.booyoungjejuhotel.com (T. 064-731-5500)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공항식     석식 : 해물전골

 

5일차
장소 교통편 시간 행사 일정

제 주 전용차 
 
 
 
 
 
 

유람선

전일 호텔 조식 후 
► 주상절리대 - 신이 다듬은 듯 겹겹히 쌓은 검붉은 다각형 돌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환상적인 수직 절리 
► 천지연 폭포 - 하늘과 땅이 만나 이루어진 연못이라는 이름의 폭포  
► 석부작 테마공원 - 제주의 특산물인 귤 체험을 할 수 있는 분재공원 
 
중식 후  
► OPTION TOUR : 성산포 유람선 $20/인 
    우도 팔경 중 서빈백사, 주간명월, 후해석벽, 말뚝바위 등 
    바다 위에서 즐기는 우도와 성산일출봉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다.  
    ☞ OPTION TOUR 안하시는 손님은 주변 자연경관 산책  
 
► 올레길 2코스 (섭지코지) - 푸른 물길과 싱그런 산길을 번갈아 가며 
    만나게 되는 코스로 그림같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 코스 
► 비자림 숲길 - 피톤치드 가득한 제주의 보물 비자나무 군락지  
► 성읍민속마을 - 500여년 전부터 제주의 본 모습을 간직하고 이어온  
    실제 제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민속마을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제주 부영 호텔 www.booyoungjejuhotel.com (T. 064-731-5500)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제주정식     석식 : 돼지주물럭

 

6일차
장소 교통편 시간 행사 일정

제 주 
부 산

전용차 
 

전일 
 

호텔 조식 후 
► 신비의 도로 - 주변 지형에 의해 내리막이 오르막으로 보이는 

http://www.jeju.regency.hyatt.kr/
http://www.jeju.regency.hyatt.kr/


 
 
 
 
 
 
 
 

 
 
 
 
 
 

12:00

    신비로운 착시 현상을 경험 
► OPTION TOUR : 족욕 $10/인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원한 족욕 체험   
    ☞ OPTION TOUR 안하시는 손님은 한라수목원 자유 관람 
► 제주 특산품 전시관 관람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제주 출발해서 부산으로 이동 
** OZ8882 13:25 또는 KE1004 12:00 이용 바랍니다 ** 
 
김해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 피켓명 : 다원USA 
 
► 용두산공원 - 부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 
► 국제시장 - 약 1,500여개 상점들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 
    씨앗호떡,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유명하며 1945년 해방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들면서 조성된 [도떼기시장] 장터  
► 부산영화제거리 - 유명 영화배우들과 감독들의 핸드 프린팅 감상 
► 자갈치시장 - 개항 당시 자갈이 많은 곳에 시장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지어진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석식 후 광안대교 경유해서 광안리, 해운대 야경을 보며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www.haeundaegrandhotelcom (T. 051-740-0114)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전복죽     석식 : 해물 & 고기 뷔페

 

7일차
장소 교통편 시간 행사 일정

부 산 
경 주 
구 미

전용차 전일 호텔 조식 후 
► 동백섬 누리마루 - 2005년에 제3차 APEC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로  
    섬과 육지를 잇는 풍광이 뛰어나며 해운대 바닷가를 낀 산책로가  
    아름다운 장소 (누리마루는 [세계의 정상들이 회의하는 집]이라는 뜻) 
    ☞ 해안가 산책로를 걷기 힘든 손님들은 해운대 바닷가 자유 산책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로 이동 
► 불국사 -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 
    아사달과 아사녀의 애틋한 사랑의 전설을 간직한 석가탑 및 기발한 
    의장으로 이루어진 시대의 걸작 다보탑 관람 
중식 후 
► 첨성대 - 약 9.5m의 높이로 신라 선덕여왕 때 축조된 천문대로서 천문 
    현상을 관찰하여 국가의 길흉을 점치는 역할을 했던 건물  
► 동궁과 월지 - 674년 문무왕 14년 신라 왕궁의 [별궁]으로 창건된 터 
    달이 머무는 저녁엔 훌륭한 야경을 만날 수 있는 멋진 산책 코스 
► 경주국립박물관 - 신라 유적지의 유물울 전시해 놓은 박물관 
 
구미로 이동 
► 채미정 - 정몽주, 이색과 함께 고려 후기에 충절을 지킨 대학자인 
    야은 길재 (1353~1419)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풍광이 아름다운 정자 
    ☞ 현지 사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으로 대체될 수 있음 
 
    박정희 대통령 생가 - 새마을 운동을 주창하여 국민 정신을 일깨웠던  
    대한민국의 5대~9대 대통령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구미 금오산 호텔 www.hotelgeumosan.com (T. 054-450-4000) 또는 동급 

http://www.shillastay.com/ulsan
http://www.hotelgeumosan.com/


 조식 : 호텔식     중식 : 쌈밥정식    석식 : 낙지전골 & 도토리묵

 

8일차
장소 교통편 시간 행사 일정

구 미 
안 동 
단 양 
원 주

전용차 전일 호텔 조식 후 
► 금오지 호수 - 금오산을 낀 아름다운 산중 호수인 금오지 산책  
 
안동으로 이동 
► 하회마을 - 마을 전체가 문화 자료로 잘 보존되어 있는 전통마을로 
    과거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한 풍산 유씨의 씨족마을이자 유성룡 등 
    많은 고관 대작을 배출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양반 고을 
 
중식 후 단양으로 이동 
► OPTION TOUR : 충주호 (장회나루) 유람선 $20/인 
    1985년 충주댐이 수몰된 곳에 조성된 인공호수인 충주호는 아름다운  
    청풍호반을 끼고 단양팔경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 
    ☞ OPTION TOUR 안하시는 손님들은 풍광을 감상하면서 자유 시간  
 
► 도담삼봉 - 남한강 상류에 3개의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룬 곳으로 
    조선 왕조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정자를 짓고 풍월을 읊었다하여 
    정도전의 호인 [삼봉]을 따서 이름지어진 멋스러운 장소 
 
원주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원주 인터불고 호텔 www.wonju.inter-burgo.com (T. 033-769-8114)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안동찜닭 & 간고등어     석식 : 돌솥밥 정식

 

9일차
장소 교통편 시간 행사 일정

원 주 
평 창 
정동진 
강 릉

전용차 전일 
 
 
 
 
 
 
 
 
 
 
 
 

16:00

호텔 조식 후 
오대산으로 이동 
► 월정사 전나무 숲길 - 금강교에서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약 1Km의 
    보드라운 흙길 산책로이며, 천년의 숲이라고 불릴만큼 피톤 치드가 
    풍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숲길  
► 알펜시아 리조트 -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100m 높이의 
    스키점프대 전망대에 올라 경기장 전체를 조망   
 
해돋이의 명소 정동진으로 이동  
► 모래시계 공원 - 인기 TV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였던 곳으로  
    서울 광화문의 정동쪽이라는 뜻으로 이름지어진 해안공원 산책 
 
강릉으로 이동 
호텔 체크 인 후 자유 시간  
    ☞ 전 객실이 OCEAN VIEW 또는 LAKE VIEW인 최고의 호텔이며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이 묶었던 호텔 
    ☞ 호텔 옥상의 인피니티 풀 (수영장)에서 여행 마지막 날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유료) 
 
► 경포호수 (자유 산책) - 5개의 달 (밤하늘의 달, 호수의 달, 바다의 달, 
    술잔의 달, 임의 눈동자)이 뜬다는 경포호 및 경포대 조망  
► 경포해수욕장 (자유 산책) - 동해 바다 최고의 해안선을 지닌 곳으로 
    향긋한 내음이 강한 소나무 숲길을 거닐며 힐링해 보세요!

http://www.daemyungresort.com/


 강릉 스카이 베이 경포 호텔 www.gtskybay.com (T. 033-820-8888)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퓨전 한정식     석식 : 불포함 (지유식) 

 

10일차
장소 교통편 시간 행사 일정

강 릉 
속 초 
가 평 
서 울

전용차  
 
 
 
 
 
 
 
 
 
 
 
 
 
 
 

17:00

호텔 조식 후 
속초로 이동 
► 설악산국립공원 -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남한의 
    3번째로 높은 산(1,708m)으로 4계절 아름다운 명산 
► 신흥사 - 약 1,500년전 창건된 불교 문화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 
 
► OPTION TOUR : 권금성 케이블카 $15/인 
    설악산 및 동해 바다와 속초시까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케이블카로 
    권금성까지 왕복으로 탑승하면서 수려한 풍광을 감상 
    ☞ OPTION TOUR 안하시는 손님들은 신흥사 주변을 자유 산책  
 
춘천으로 이동 후 중식 
► 남이섬 -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섬으로 홍수 때에만 섬이었으나 
    청평댐 건설 이후에는 온전한 아름다운 섬의 모습을 이룬 곳으로 
    드라마 '겨울연가' 영화 '겨울나그네' 배경지로 유명해진 장소 
 
서울로 이동하여 일정 종료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현대백화점 정문 앞) 
 
                                    ** 안녕히 가십시오 **

 조식 : 호텔식     중식 : 막국수 & 닭갈비

 

주의사항 
     ** 2018년 NOBLE TOUR PKG 운영 일정 **  
        전국일주 9박 10일 기준 
        (상반기) 3/31 마지막주 토요일 시작 & 7/7 첫주 토요일 마감 
        (하반기) 8/25 마지막주 토요일 시작 & 11/3 첫주 토요일 마감 
 
     ** 2018년 하반기 NOBLE TOUR 공지 사항 **  
        - 9/15(토) (연휴) 요금 $40/인 인상 
        - 9/22(토) 행사 없음 
        - 9/29(토) (연휴) 요금 인상 
                     제주 부영 호텔 $40/인, HYATT 호텔 $60/인 (롯데 동일)                               
                     부산 숙박 크라운 하버 호텔로 변경 
        - 10/6(토) (연휴) 요금 인상   
                     제주 부영 호텔 $40/인, HAATT 호텔 $60/인 (롯데 동일) 
                     거제 리베라 호텔로 변경 
                     부산 숙박 크라운 하버 호텔로 변경 
 
     ☞ 한국어 가이드가 진행하는 PKG TOUR입니다. 
         영어 가이드 행사를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랍니다.  
     ☞ 기사 & 가이드 팁 $100/인 별도이며, 현지 지불입니다.  
     ☞ 제주 부영 호텔 (중문) 기준입니다. (SGL ROOM $620) 
         HYATT 호텔 (중문) $40/인 추가 (SGL ROOM $690) 
         롯데 호텔 (중문) $100/인 추가 (SGL ROOM $730) 입니다. 
     ☞ 호텔 ROOM 형태는 TWN (침대 2개) 기준입니다. 
         DBL (침대 1개)를 원하시면 예약 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인 1실 3번째 손님은 $150 할인해드립니다. (24개월 미만은 무료) 
     ☞ 여행자 보험은 손님께서 개별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연휴 및 성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상기 행사는 PKG 상품으로 개별 일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투어 중 개별 일정을 하시게 되면 $100/인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개별적인 사정으로 투어를 중단하실 경우 환불은 없습니다. 

http://www.daemyungresort.com/


     ☞ 음식을 특별하게 가려서 드셔야 하는 손님은 (채식주의자 등) 
         사전에 필히 협의하셔야 합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을 경우,  
         투어 시작 전 일방적으로 투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 긴급연락처 문지영 팀장 02-3482-5252 입니다. 
 
     ◆ 하루 전 도착 서울 1박 (특급, 쉐라톤 팔래스호텔) $90/인 -- 2인 기준 
     ◆ 인천공항 Pick Up Service 요청 시 $50/인 -- 2인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