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 ☞ 제주의 천연 원시림 "화순곶자왈"

 두울. ☞ 중국에서 인정한 최고의 기예단들이 펄치는 "서커스월드" 

 세엣. ☞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며 머리가 맑아지는 족욕체험 "석예원"

일차 시간 관광일정 식사

첫째날 12시이후  김포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제주공항 도착 - [아시아나연합, 손님성함]  피켓 확인 후 가이드미팅

 한담산책로 -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에메랄드빛 바다를 감상하며 산책 즐기기

 석식 ☞ 돔베고기+옥돔구이 석:돔베고기+옥돔구이

 호텔 이동

둘째날  숙소 조식 후 투어 출발 조: 숙소

 수목원테마파크 - '아이스뮤지엄+3D착시아트' 색다른 재미를 동시에 누릴수있는 테마파크

 관광농원 - 현무암을 비롯 제주도자연석, 풍란 및 석부작, 석분재, 감귤, 버섯농장

 카멜리아힐(동백올레) - 동백수목원, 테마정원과 산책로, 생태연못, 동백을 테마로한 자연 갤러리

 중식 ☞ 고등어구이+흑돼지두루치기 중:고등어구이

 [선택관광] 산방산유람선 - 제주도 최고 절경중의 절경 송악산, 산방산, 형제섬을 유람선을 타고 여행 +흑돼지두루치기

 [선택관광 대체일정- 화순해수욕장 올레길]

 화순곶자왈 - 숲과 나무가 뒤엉켜져 제주도 특유의 청량한 생태숲길이 보존되어 있는 곳

 서커스 월드 - 최고의 기예단들이 펼치는 환상 서커스 공연

 석식 - 자유식 석:자유식

 호텔 도착 후 휴식

셋째날  숙소 조식 후 투어 출발 조: 숙소

 기념품점

 석예원 족욕 - 피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며 머리가 맑아지는 족욕체험

 승마체험 - 말의 고장 제주에서 꼭 즐겨봐야 할 체험관광의 필수코스

 성읍민속마을 -  제주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중식 ☞  연근토종불고기+좁쌀막걸리 중: 연근토종불고기

 섭지코지 - 드라마 '올인' 촬영지로 유명한 섭지코지 ＋좁쌀막걸리

 [선택관광] 아쿠아플라넷 - 동양최대규모, 세계 최대의 수조를 갖춘 아쿠아 플라넷 제주에서 제주여행의 또 다른 아름다움과 재미,

                    물 속에서 헤엄치는 새로운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오션아레나 공연 - 통통 튀는 매력을 소유한 해양 동물들과의 즐거운 생태설명회 진행

 용두암해안도로경유 (해녀촌)

 농수산물 직매장

 제주공항 도착 후 출발 수속

20시이후  제주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김포공항 도착

 1. 선택관광 : [둘째날] 산방산유람선 17,500원/1인   [셋째날] 아쿠아플라넷+오션아레나공연 25,000원/1인

 2. 쇼핑 : [둘째날] 관광농원  [셋째날] 기념품점, 성읍민속마을, 농수산물직매장

 3. 기사/가이드 경비 : 전일정 10,000원/1인 (대인,소인 동일)

[선판매 특가] 아시아나 연합＂특가대표＂

<화순곶자왈+서커스+석예원+아쿠아플라넷>

상품특전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천재지변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체관광시 관광지 입장료 차액 환불 없습니다.

REMARK

● 출발일 : 3월3일 ~ 3월22일

구분 월 화 수 목 토 일

상품가 179,000 175,000 179,000 185,000 195,000 179,000

※ 판매마감 : 2월9일(금)

  ▷공통사항◁

       마감일:  2/9(금)     (이후 판매 불가)

       마감일 이후 추가 예약 절대불가!  발권 후 네임/스펠체인지 절대 불가!

     ★중요★ 마감이후 추가 및 네임/스펠변경시 선판매항공권 취소 후 환불처리



 하나.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 탐방

 두울. ☞섬속의 섬 "우도" 탐방

 세엣. ☞동양 최대규모 최대 크기의 수조를 갖춘 "아쿠아플라넷"

 네엣. ☞업그레이드 식사 포함 [돔베고기+옥돔구이+계절별 찌개(국)류, 고등어구이+흑돼지두루치기, 해물전골, 연근토종불고기+좁쌀막걸리, 전복죽]

일차 시간 관광일정 식사

첫째날 12시이후  김포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제주공항 도착 - [아시아나연합, 손님성함]  피켓 확인 후 가이드미팅

 한담산책로 -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에메랄드빛 바다를 감상하며 산책 즐기기

 석식 ☞ 돔베고기 + 옥돔구이 + 계절별 찌개(국)류 석:돔베고기+옥돔구이

 호텔 이동(※중문/서귀포 호텔 예약자의 경우, 공항리무진 이용하여 개별이동 합니다.) +계절별 찌개(국)류

둘째날  호텔 조식 후 투어 출발 조:숙소

 수목원테마파크 - '아이스뮤지엄+3D착시아트' 색다른 재미를 동시에 누릴수있는 테마파크

 관광농원 - 현무암을 비롯 제주도자연석, 풍란 및 석부작, 석분재, 감귤, 버섯농장

 카멜리아힐(동백올레) - 동백수목원, 테마정원과 산책로, 생태연못, 동백을 테마로한 자연 갤러리

 중식 ☞ 고등어구이+흑돼지두루치기 중:고등어구이

 마라도탐방 -  대한민국의 끝이자 시작, 오랜 해풍의 영향으로 기암절벽, 해식터널과 해식동굴, +흑돼지두루치기

                  국토최남단 기념비, 마라도등대, 마라도분교 

 서커스월드 - 최고의 기예단들이 펼치는 환상 서커스 공연 관람

 석식 ☞ 해물전골 석:해물전골

 호텔 도착 후 휴식

셋째날  호텔 조식 후 투어 출발 조:숙소

 기념품점

 석예원 족욕 - 피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며 머리가 맑아지는 족욕체험

 승마체험 - 말의 고장 제주에서 꼭 즐겨봐야 할 체험관광의 필수코스

 성읍민속마을 -  제주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중식 ☞ 연근토종불고기 + 좁쌀막걸리 중:연근토종불고기

 우도 8경 탐방 - 우도봉의 주간명월, 우도 앞바다의 야항어범, 천진관산(천진리에서 보이는 한라산) ＋좁쌀막걸리

                    지두청사(우도봉에서 바라보는 우도 풍경), 전포망도(제주 본섬에서 보는 우도), 

                    후해석벽(우도봉 뒤편의 석벽), 동안경굴(검멀래해안의 동굴), 서빈백사(산호사해수욕장)

 아쿠아플라넷 - 동양최대규모, 세계 최대의 수조를 갖춘 아쿠아 플라넷 제주에서 제주여행의 또 다른 아름다움과 재미,

                    물 속에서 헤엄치는 새로운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선택관광] 오션아레나 공연 - 통통 튀는 매력을 소유한 해양 동물들과의 즐거운 생태설명회 진행

 용두암해안도로경유 (해녀촌)

 석식 ☞ 전복죽 석:전복죽

 농수산물 직매장

 제주공항 도착 후 출발 수속

20시이후  제주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김포공항 도착

 1. 기상악화시 대체관광 : ★마라도→ 산방산유람선+화순곶자왈   ★우도→ 일출랜드+초코렛 (1인당 30개입 한박스)

 2. 선택관광 :  [셋째날] 오션아레나공연 18,000원/1인

 3. 쇼 핑 :  [둘째날] 관광농원  [셋째날] 기념품점, 성읍민속마을, 농수산물직매장

 4. 기사/가이드 경비 : 전일정 10,000원/1인 (대인,소인 동일)

 < 전일정식사+마라도+우도+아쿠아플라넷 >

상품특전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천재지변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체관광시 관광지 입장료 차액 환불 없습니다.

REMARK

아시아나연합 "궁셔리"제주

● 출발일 : 3월3일 ~ 3월22일

구분 월 화 수 목 토 일

상품가 259,000 255,000 259,000 265,000 275,000 259,000

※ 판매마감 : 2월9일(금)

  ▷공통사항◁

       마감일:  2/9(금)     (이후 판매 불가)

       마감일 이후 추가 예약 절대불가!  발권 후 네임/스펠체인지 절대 불가!

     ★중요★ 마감이후 추가 및 네임/스펠변경시 선판매항공권 취소 후 환불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