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주 요 일 정 식 사

 1일 인  천 OZ359 12:30 인천 공항 출발

일요일  13:45 항주 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피켓명 : 다원USA)

전용차량 ► 중국 10대 명승지 중 하나인【서호 유람선】  

► 꽃과 물고기가 많아 이름지어졌다는 【화황공원】 [중] 항주본토요리

► 명.청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청하방 옛거리】 관광 [석] 광동식

► 남송시대의 전설을 다른 서사시 【송성가무쇼 (귀빈석)】 (옵션 포함)

호텔 투숙 및 휴식

 괴테 호텔 (T. 86-571-8718-8888) 또는 동급 www.zhongweihotels.com

 2일 항주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월요일   ► 서호 10경 중의 하나로 불리는 【오산성황각】 [조] 호텔식

 ► 절강성 최고 품격의 【용정차농원】 [중] 본방요리

황산 황산으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소요) [석] 샤브샤브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특급) 황산 하워드존슨 호텔 (T. 86-559-351-7777) 또는 동급
www.hojochine.com

3일 황산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화요일 황산풍경구로 이동 [조] 호텔식

► 운곡 케이블카 등정 【광명정】 【비래석】 【배운정】 관광 [중] 산위식

 
► 황산의 24개 협곡 중 가장 아름다운 【서해대협곡】 (모노레일 편도)
    【시신봉】 【몸필생화】 관광

[석] 삼겹살

운곡 케이블카로 하산

상해 상해로 이동 (약 5시간 소요)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특급) 가정쉐라톤호텔 (T. 86-21-3992-8888) 또는 동급
www.jiading-shotel.com

4일 상해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수요일 소주 소주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조] 호텔식

 ► 중국 강남 4대 정원 중의 하나인 【유원】 [중] 소주본토요리

► 502년에 건립된 고찰로 고사명시 <상부상조>로 알려진 【한산사】 [석] 사천식

  ► 하얀 호랑이가 나타나 무덤을 지켰다는 【호구탑】

상해 상해로 이동 (약 1시간 30분)

► 아름다운 상해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황포강 유람선】 (옵션 포함)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특급) 가정쉐라톤호텔 (T. 86-21-3992-8888) 또는 동급
www.jiading-shotel.com

5일 상해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목요일   ► 1932년 윤봉길 의사의 독립정신이 빛나는 【홍구공원】 [조] 호텔식

  ► 손꼽히는 유흥지이며 새로운 관광 명소인 【신천지 카페거리】 [중] 운남성요리

► 상해의 마천루 【동방명주(중간층)】 - 역사진렬관  

► 식민지풍 건물이 즐비한 세계건축전시관 【외탄야경】

공항으로 이동
 

 인천 OZ366 상해 (푸동)  공항 출발

  인천 공항 도착 후 개별 해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주의사항

        전 일정 식사는 지역별 최고의 요리로 제공됩니다.    

     ◆ 기사 & 가이드 팁 $50/인 불포함 요금입니다. 

     ◆ 독방 요금은 전 일정 $240입니다.

황산/항주/소주/상해 4박5일

매주 일요일 출발

     ** NO 쇼핑, NO 옵션 고품격 투어로 진행됩니다.

        전 일정 (5성) 특급 호텔 기준입니다.



     ◆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서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권번호,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 중국 투어는 시민권/영주권 상관없이 VISA가 필요합니다.

     ☞ 호텔은 현지 사정에 의해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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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월 미만 유아 무료) 

    ◆ 국내선 1회 및 고속열차 1회 요금 포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