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주 요 일 정 식 사

 1일 인  천 OZ347 10:00 인천 공항 출발

월요일 서안 12:10 서안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1) (피켓명 : 다원USA)

전용차량
► 중국 최대 규모와 초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섬서역사박물관】
    월요일 휴관, 서안 박물관으로 대체

► 서유기의 삼장법사가 서역에서 가져온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대안탑 북광장】

► 서안 청춘남녀들의 대표적인 만남의 거리 【종고루 광장】

► 중국 최대 소수민족 집단인 이슬람 회족 상점이 즐비한 【회족거리】

► 당나라 궁녀들의 화려한 춤과 소림무술 공연 【당낙궁쇼】 (옵션 포함)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특급) 서안 쉐라톤 호텔 (T. 86-29-8426-1888) 또는 동급
www.sheraton.com/xian

 2일 장사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이른 아침 출발해서

화요일 서안 전용차량 전일 ► 현존 최대 규모 【서안 명대성벽】(전동카 타고 동대문-남대문) [조] 호텔식

 ► 37년에 걸쳐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능 【진시황릉】 [중] 화산객점

►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힐만큼 거대한 규모와 정교함을 갖추고 있는
    진시황의 지하세계 【병마용갱】 [석] 사천요리

► 당 현종과 양귀비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중국에서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당나라 왕실원림 【화청지】

공항으로 이동하여 석식

서안 공항 출발

장가계 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2)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특급) 풀만호텔 (T. 86-744-888-8888) 또는 동급
www.pullmanhotels.com.cn

3일 장가계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수요일 ► 장가계의 비취라 불리는 인공호수 【보봉호】 (유람선 탑승) [조] 호텔식

► 어필봉, 선녀산화, 하룡공원 등이 늘어선 자연풍경구 【천자산】
    (2,084m 길이로 6분 30초 걸리는 케이블카 탑승)

[중] 호텔식

 

► 석영사암으로 이루어졌으며 웅장한 규모로 경사가 완만한 미혼대,
    천하제일교, 후화원 등의 명소가 있는【원가계】
    (백룡엘리베이터 하산)

[석] 샤브샤브

► 삭계옥 자연보호수 내의【십리화랑】 (모노레일 왕복 탑승)

► 중국 최초 최고의 국가삼림공원 【금편계곡】

► 천문산 자연 그대로를 무대로 삼은 【천문호선쇼】 (옵션 포함)

호텔 (특급) 풀만호텔 (T. 86-744-888-8888) 또는 동급
www.pullmanhotels.com.cn

4일 장가계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목요일 ► 지하 비경을 가진 중국 최대의 동굴 【황용동굴】 (보트 포함) [조] 호텔식

 

► 중국 최고의 명산 1,572m 높이의【천문산】관광
    전세계 최장인 7,450m 케이블카로 해발 1,700m에 위치해 있으며
    편도 35분이 걸리는 【케이블카】 탑승

[중] 소고기정식

► 【귀곡잔도】+【유리잔도】관광
** 귀곡잔도, 유리잔도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길을 낸 곳" 이라는 뜻으로
신비로울만큼 황홀경을 선사합니다 **
** 귀곡잔도, 유리잔도는 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날씨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출입이 통제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석] 중경 정식 샤
브샤브

장사 장사로 이동 (약 4시간 소요)

호텔 투숙 및 휴식

서안/장가계/계림 6박8일

매주 월요일 출발



호텔 (특급) 라마다플라자호텔 (T. 86-731-8558-1111) 또는 동급
www.ramadaplazacs.com

5일 장사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금요일 G431 8:41 고속열차 이용하여 장사 출발 [조] 호텔식

 계림 12:21 계림 고속열차역 도착 가이드 미팅 (3) [중] 닭백숙

► 계림에서 동쪽으로 7Km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하절경 봉우리가 한 눈에 보이는 【요산】 (리프트 - 왕복)

[석]동북요리

► 중국 전통과 서양 건축의 절묘하게 어우러진 【우산공원】

► 유유자적 흐르는 【양강사호 (야간) 유람선】 (옵션 포함)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특급) 계림 쉐라톤 호텔 (T. 86-773-282-5588) 또는 동급

www.sheraton/guilin

6일 계림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토요일   ► 계림 산수 관광의 하이라이트 【이강유람】 (관암-양제 1시간) [조] 호텔식

  ► 각양각색 깅한 종유석 세계 【관암동굴】 (모노레일 탑승) [중] 계림요리

► 7개의 봉우리가 북두칠성처럼 솟아 있는 모습의 【칠성공원】 [석]토란연

►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종손 정강왕의 왕궁 【정강왕성】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특급) 계림 쉐라톤 호텔 (T. 86-773-282-5588) 또는 동급
www.sheraton/guilin

7일 계림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일요일 양삭   양삭으로 이동 [조] 호텔식

  ► 고대 문학가 도연명이 극찬한 전원 속 낙원인 【세외도원】 [중] 현지식

► 유럽풍 카페와 레스토랑, 상점 등이 즐비한 【서양거리】 [석]토란연

► 동양 최대의 종유석 동굴인 【은자암 동굴】

► 이강의 아름다운 봉우리를 무대로 하는 가무쇼로
    장예모 감독 연출의 테마가 있는 공연 【인상유삼저】 (옵션 포함)

계림 공항으로 이동

8일 인천 OZ326 계림 공항 출발

월요일 인천 인천 공항 도착 후 개별 해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 여권번호,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 중국 투어는 시민권/영주권 상관없이 VISA가 필요합니다.

     ☞ 호텔은 현지 사정에 의해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내선 1회 및 고속열차 1회 요금 포함입니다.

        전 일정 식사는 지역별 최고의 요리로 제공됩니다.    

     ◆ 기사 & 가이드 팁 $80/인 불포함 요금입니다. (서안 $20, 장가계 $30, 계림 $30)

     ◆ 독방 요금은 전 일정 $360입니다.

     ◆ 3인 1실은 Extra Bed 제공 조건으로 요금이 동일합니다.

         (24개월 미만 유아 무료) 

     ◆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서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NO 쇼핑, NO 옵션 고품격 투어로 진행됩니다.

        전 일정 (5성) 특급 호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