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발일 매주 일요일(한국 출발기준) 도착일  

가격  $749.00 per person 2 인 1 실 기준  (독방사용 $210 추가)  

10/1 일 & 10/8 일 출발은 성수기로 관광비 $50 인상됩니다 

포함사항 호텔(2 인 1 실 기준), 전일정식사, 전일정 입장료,  

전용차량, 드라이버, 가이드,  

불포함사항 항공료, 개인여행자보험, 옵션 

가이드/기사팁 $15/하루 (Total $60/1 인) 

안내사항 아래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관광은 전일정 한국어 가이드로만 진행되며 개인 일정으로 따로 움직이실수 없습니다. 

호텔방은 TWIN (침대 2 개) 가 기준입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및 분실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면책됨을 알려 드립니다.  

준비물: 마스크, 신분증, 여권(6 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영주권 카드(한국 여권 소지자), 간편한 

복장, 운동화, 칫솔, 치약, 모자, 선글래스, 썬블럭, 개인상비약, 카메라, 백신카드, 220V 어뎁터 등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장소가 있으니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착용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해당 항공사 마일리지 번호나 Global Entry  번호 있으면 주십시오   

***큰 캐리어를 버스 안에 놓고 가실 경우, 작은 가방이나 백팩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관광 하루전 도착하시는 분들은 호텔 1 박(Novotel 엠버서더 용산) 1 인 $100 이고 조식포함 입니다. 

인천공항 픽업은 2인이상인 경우에만 진행하며 1 인 $60 입니다. 

 

일자 차량 시간 지역 내용 

1 일차 

 

전용차량 

 

9am 

 

서울 

전주 

담양 

목포 

-가이드 미팅 강남 고속버스 터미날 앞 신세계 백화점 정문앞 

  Novotel 호텔에 숙박하신 분들은 호텔로 모시러 갑니다. 

-전주로 출발 

 ** 풍남문 –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남쪽 출입문 이었던 호남 제 1 문 

    대표적 재래시장인 남문시장 및 일제 36년의 상징인 소녀상을 감상 

 ** 전동성당 – 1914년 건축된 서양식 건축물로 1791년 신해박해 때  

    곡내 최초로 2 분의 순교자가 처형당한 순교터에 세워진 성당 

 ** 경기전 – 1392 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전각 

 ** 한옥마을 – 전주시 풍남동과 교동 일대에 조성된 약 700여채의 한옥 

    전통마을로 옛문화의 멋과 먹거리들로 가득한 신개념 관광명소 

- 담양으로 이동  

 ** 죽녹원 – 2003 년 개원한 대나무 정원으로 메타세콰이어 길 등 

    수령 300 년이 넘는 고목들로 조성된 2.2km 산책로 탐방 

    죽림욕후 죽로차 한잔으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볼수 있는곳 

-목포로 이동 

석식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식사 중식 : 비빔빕 & 떡갈비 / 석식 : 연포탈 

호텔 목포 라한 호텔 (www.lahanhotels.com/mokpo) T 061-463-2233 또는 동급 

일자 차량 시간 지역 내용 

http://www.lahanhotels.com/mokpo


 

 

2 일차 

 

 

전용차량 8:30am 

 

목포 

보성 

순천  

여수 

호텔조식후 

**  유탈산 모적봉공원 –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노적봉에 군량미를 

    쌓아둔것처럼 위장해 적을 물리쳤다고 하는 봉우리 

-보성으로 이동 

 ** 녹차밭 – 산비탈 골짜기를 따라 잘 다듬어진 차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차의 고장 보성 녹차밭에서 힐링을 경험해 보세요. 

    싱그러운 녹차잎으로 우려낸 차 한잔과 함께하는 여유 

-순천으로 아동 

 ** 순천만 국가정원 – 국가지정 1 호 정원으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그림같이 

    펼쳐저 있어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장소 

-아름다운 항구도시 여수로 이동 

 *** 옵션투어 : 여수 해상 케이블카 (1인 $20) 

      바다위를 지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약 1.5km 길이의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로 거북선 대교와 아름다운 여수 앞바다를 감상  

- 석식 및 호텔로 이동, 체크인 후 휴식 

식사 조식 : 호텔식 / 중식 :꼬막정식 / 석식 : 남도 한정식 

호텔 여수 히든베이(www.hiddenbay.co.kr) T 061-680-3000 또는 동급 

일자 차량 시간 지역 내용 

  

3 일차 

 

 

전용차량 

 여수 

광양 

하동 

진주 

거제 

 

 

- 호텔 조식  

- (이순신 대교 경유하여) 광양으로 이동 

 ** 광양제철소(차창) –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최대인 연간 1800 만톤의 

    조강 능력을 갖춘 제철소 (포항제철 1500만톤) 

-하동으로 이동 

 ** 송림공원 – 영조 21년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모래 바람을 피하기위해 조성된  

    소나무 숲으로 강변을 끼고 이어진 산책로는 최고의 힐링코스 

-진주로 이동 

 ** 진주성 – 임진왜란 3 대 대첨의 하나인 진주성 대첩을 이룬곳 

    전라도 지방을 막는 길목이어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장소 

 ** 남강 촉석루 – 1593 년 임진왜란 당시 왜장을 촉석루 절벽 아래로 껴안고 

    투신한 의로운 기개를 지닌 장한 여인 논개 로 기억되는 정자 

-한국 조선 산업의 메카 거제도로 이동 

 *** 옵션투어 : 외도 해상공원 & 해금강 유람선 (1인 $40) 

      외도 해상공원 – 40 년간 개인에의해 꾸며진 아름다운 남국의 파라다이스 

      로 다양한 수믾은 식물정원이 장관을 이루는 해상공원 

      해금강 – 수만녀간 태풍과 파도에 의해 절경을 이룬곳으로 바다위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최고의 경치를 보여주는 장소 

현지 사정에 따라 외도 유람선 대신 한산섬으로 대체 가능 (1인 $25) 

- 석식후 호텔 체크인 

’ 

식사 조식 : 호텔식 / 중식 : 냉면 & 육전 / 석식 : 회정식 

호텔 거제 삼성 호텔 (www.sghotel.co.kr) T 055-631-2114 또는 동급 

일자 차량 시간 지역 내용 

 

4 일차 

 

전용차량 

 거제 

부산 

- 호텔 조식 후  

 ** 매미성 – 자연재해로부터 작물을 지키기위해 홀로 오랜시간 동안 

http://www.hiddenbay.co.kr/
http://www.sghotel.co.kr/


 

  

 

 

 

     쌓아올린 유럽의 중세시대를 연상케하는 아름다운 성벽 

    관람 일정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 생가로 변경될수 있슴 

-거기대교 경유하여 부산으로 출발 

거가대교 – 거제도와 부산의 가닥도를 잇는 2010년 개통된 다리로 해상의 

사장교와 약 3.7km 길이의 수중(침매터널) 로 구성 

-김해공항 도착후 중식  

- 중식후 항공편으로 김포로 이동(본인 비용) 

-부산역에서 KTX 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중식후 따로 모셔다 드립니다. 

 

*** 안녕히 가십시요 +++ 

 

식사 조식 : 호텔식 / 중식 :공항식  

호텔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