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및 예약

제주올레 걷기축제 및 단풍여행 8박 9일
10/26(토) – 11/3(일)

3053  W Olympic Blvd, Suite 308
Los Angeles, CA 90006
T. 213-746-1000 C. 818-517-2686
korustour@gmail.com

참가비: $2,499/인 (2인1실 기준)



추억찾아 시간여행

아득한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배낭 하나 메고 통통배 타고
성산 일출봉으로
제주도 똥돼지 삼겹살에 막걸리 한사발 들이키던 기억이 난다.
신혼여행가서 사진발 잘받는 억새밭 자리 잡느라고 애썼지.
고달픈 샐러리맨 시절
스트레스 왕창 쌓이면
홀연히 비행기 타고 날아가곤 했던 이곳.

세월은 흘러 갔어도
남은 것은 추억 뿐.
훌훌 털어버리고 올레길을 걸으면
수십년전 추억의 그때로 돌아갈 것 같다.

하루 종일 반가운 사람들과 지치도록 걷고
시원하게 막걸리 사발 취하도록 기울여 볼까….

제주 올레길은 서명숙 이사장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영감을 얻어
조성한 세계적인 산책로 (Trail) 입니다.
제주도 해안을 일주하는 425 km 의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제주 올
레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아름다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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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사항

일정 8박9일 (한국내 일정)
2019. 10. 26 – 11. 3

참가비 $2,499/인
숙소 2인 1실 기준, 독실 사용시 $320 추가

포함 국제선왕복 항공료, 국내선 항공료, 숙박, 식사, 교통편, 올레축제 참가비, 입장료, 
가이드/기사 팁

불포함 개인경비, 일정외 비용, 개별 여행자보험

기타 1)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한국내 긴급연락처: 임종엽 이사 010-9635-7079
3) 예약 후 3일 이내 신청금(10%),  출발 4주전까지 잔금 완납 부탁드립니다.
4) 위탁 수화물

* 국제선(미국-한국) 수화물 : 1인 2개(1개당 23kg 이내)
* 한국 국내선(전 구간) 수화물 : 1인 1개(1개당 15kg 이내)  
초과시 추가 비용 발생됩니다!

5) 호텔
* 호텔의 사용 객실은 일반실(2인 1실, 트윈 베드)을 기준이며 객실 최대 정원은

성인 3명이며, 3인 사용시 호텔 사정에 따라 보조침대 제공 또는 패밀리 트윈으로
제공됩니다
6) 여행자 보험 불포함

* 2014.08.07 부터 모든 한국내여행상품은 개인정보 보호법(주민등록번호 처
리의 제한)에 의거 보험가입이 불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 여행 준비물
* 세면도구,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휴대용 우산, 비상용 약 등
* 가볍고 시원한 옷들을 위주로 준비(바람막이 자켓, 가디건, 셔츠 등 일교차시 입
을 옷들과 편안한 운동화 준비)

8) 여권 및 비자
* 출발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9) 취소규정
숙박객실 요금 선납에 따라, 취소 또는 예약 변경시 아래의 취소료가 적용됨.
* 여행출발 21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 환불
* 여행출발 14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공제
* 여행출발 07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공제
* 여행출발 02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공제
* 여행출발 01일전까지 통보시 :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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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LACE TRANS TIME I T I N E R A R Y MEAL

-2일
10/24
(금)

LAX
23:30 로스앤젤레스(LAX)국제공항 출발 (KAL or ASIANA)

"비행 소요시간 약 13시간 20분--날짜 경계선 통과 +2일

숙박: 기내 1박

식사: 기내식

제1일
10/26
(토)

04:55
07:00
09:00
12:00
14:00
16:00
18:00
19:30

인천국제공항 도착
조식
경복궁
중식
인사동 골목
청계천 방문
석식
호텔 도착, 휴식

숙소: 신라스테이호텔 또는 동급

조식:해장국

중식:불고기정식

석식: 한정식

제2일
10/27
(일)

서 울
부 여
군 산

전용차량 8:3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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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동급

조식:호텔식

중식 : 연잎밥

석식 : 돌솥매운탕

제3일
9/28
(월)

군 산
내장산
순 창
여 수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정읍 내장산으로 이동

► 내장산 단풍 – 숨겨진 보물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와 사람들이 내장산(內藏山)
이라 부른다는 말과 같이 내장산은 가을 단풍중에서도 으뜸이다. 내장산 단풍
길 중에서도 으뜸은 일주문에서 내장사에 이르는 단풍터널길이다. 매표소에서
백양사까지 약 2.5km의 산책로는 단풍나무들이 어깨를 휘어 서로 껴안고 있다.

순창으로 이동
► 강천산 군립공원-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늘어선 계곡과 맑은 물로 호남의 소
금강이라 불림.

아름다운 항구 도시 여수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엠블 호텔은 6성급으로 인정되는 호텔로 지방 호텔 중 최고로 꼽히며

오동도 산책로 및 여수 밤바다 야경은 최고의 힐링 코스 **

► 오동도 (자유 산책) – 3천여 그루 동백꽃이 군락지를 이루는 곳으로 여수 앞
바다와 섬을 잇는 방파제 벽화길은 그림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여수 엠블 호텔 www.mvlhotel.com 또는 동급

조: 호텔식

중: 산채비빔밥

석: 게장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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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LACE TRANS TIME I T I N E R A R Y MEAL

제4일
10/29
(화)

여 수
광 양
하 동
통 영
거 제

전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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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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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동급

조식:호텔식

중식: 굴정식

석식: 냉면&육전

제5일
10/30
(수)

거제
부산
제주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 신선대 - 신선이 내려와 놀던 자리라 불릴만큼 경치가 뛰어난 곳
► 몽돌해수욕장 - 모나지 않은 둥근 돌이 깔린 해변으로 물이 맑은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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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 피켓명 : 코러스투어클럽

► 성산일출봉 – 제주의 상징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
► 올레길 2코스 (섭지코지) - 푸른 물길과 싱그런 산길을 번갈아 가며
만나게 되는 코스로 그림같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 코스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민박집 혹은 게스트하우스

조식: 호텔식

중식: 공항식

석식 : 해물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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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LACE TRANS TIME I T I N E R A R Y MEAL

제6일
10/31
(목)

제주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제 10회 올레길 걷기축제 참가
1일차 올레길 8코스 (약천사-논지골 17 km)  

민박 혹은 게스트하우스

조식 :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제7일
(11/1)
(금)

제주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제 10회 올레길 걷기축제 참가
► 2일차 올레길 9코스 (화순 금모래해수욕장-논짓골 8.81km) 

민박 혹은 게스트하우스

제8일
11/2
(토)

제주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제 10회 올레길 걷기축제 참가
► 올레길 10코스 ( 화순 금모래해수용장-하모체육공원 17.3 km) 

민박 혹은 게스트하우스

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제9일
11/3
(일)

제주 전용차량

8:00

12:00
14:00

호텔 조식후 출발
정방폭포
용두암
중식
제주공항 도착, 해산하여 자유롭게 김포행 비행기 탑승.

조식: 호텔식

중식: 전복죽



추억따라 시간여행
제주 올레길 걷기축제 고국여행 8박9일

기간: 2019. 10.26-11.3
요금: $2,499 (항공 포함)

문의: 818-517-2686 John

LAX-인천공항-부여-군산-내장산-순천-여수-하동-통영
-거제-부산-제주 올레축제 2박3일

올해는 기어이
그리운 고향에 가야겠다.
그때처럼 친구들과 함께
내장산 단풍도 보고

올레길 따라 마음껏 걸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