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자연의 뉴질랜드 남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1 일 (화)

도시명 시간 투어 일정 비고

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 도착 후 가이드 미팅

보타닉가든, 케시미어 힐, 대성당 등 시내 관광 석식 : 한식

17:00 한식으로 석식 후 애쉬버튼/메스번으로 이동

애쉬버튼 호텔 체크 인 (Methven Resort/Ashburton Hotel 급)

(메스번)

제 2 일 (수)

도시명 시간 투어 일정 비고

애쉬버튼 07:30 호텔 조식 후 트와이젤 향발, 페어리 경유 조식 : 호텔식

(메스번) 옥색의 테카포 호수에서 양몰이 개 동상, 선한 목자의 교회 등 관광

유네스코 지정, 남반구의 가장 맑은 별 관측장소

마운트 쿡 국립공원 이동

Pukaki Look Out 에서 연어회 시식
13:30 Hermitage Hotel Café 에서 스낵식 중식 중식 : 현지식

마운트 쿡 1. 타즈만 빙하 체험 트랙킹

타즈만 빙하에서 분리된 다양한 형태의 유빙들이

타즈만 강 위를 부유하는 숨 막히는 장관 (왕복 40분)

2. Kea Point 트랙킹

뉴질랜드의 최고봉 마운트 쿡과 뮬러빙하를 조망하는

파노라마 경관 (왕복 1시간)

* 선택관광 : 설상 착륙 헬리콥터 투어

퀸스타운 오마라마 경유 갈색초원 린디스 파스를 넘어
19:00 퀸스타운 도착 후 중국식 6코스 디너 석식 : 중국식

호텔 체크 인 (Copthorne Hotel 급)

제 3 일 (목)

도시명 시간 투어 일정 비고

퀸스타운 07:40 조식 후 남반구 최고의 피요르드 밀포드사운드로 이동 조식 : 호텔식

에그링턴 계곡, 거울호수, Monkey Creek등 관광 후

호머터널을 지나 알프스 산맥을 넘어

밀포드 사운드 밀포드사운드 선상유람 및 선상런치

테아나우 도착 후 Lanch 에서 디너

테아나우 호텔 체크 인 (Distinction Luxmore Hotel 급)

제 4 일 (금)

도시명 시간 투어 일정 비고

테아나우 07:30 조식 후 퀸스타운 향발 조식 : 호텔식

퀸스타운 옛 금광의 마을 애로우타운 관광

세계 최초 번지점프 카와라우 다리 방문

*선택관광 : 제트보트



12:00 곤돌라 탑승 후 Skyline Restaurant에서 뷔페 중식 중식 : 뷔페식

퀸스타운 자유관광

트와이젤 오마라마(트와이젤) 이동

(오마라마) 18:00 호텔 디너 석식 : 호텔식

호텔 체크 인 (Heritage/Mckenzie Hotel 급)

제 5 일 (토)

도시명 시간 투어 일정 비고

트와이젤 08:00 조식 후 크라이스트처치 향발 조식 : 호텔식

(오마라마)

크라이스트처치 도착 후 한식 중식

크라이스트처치 12:20 공항 이동 중식 : 한식

l  본 일정은 항공일정  및 현지사정  특히 겨울철 적설량에  의한 자연재해  등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밀포드사운드  도로 통제시 퀸스타운  TSS언슬로 증기선 유람 대체)

l  포함내역  : 호텔, 전 식사, 관광지 입장료

l  불포함내역  : 선택관광 (번지점프 , 제트보트 , 헬리콥터  등), 팁 : N$50/성인4박5일, N$25/아동4박5일
l  준비물 : 세면도구 (치솔, 치약), 실내용 슬리퍼, 운동화 (가벼운 등산용), 우산/우비, 물통, 따뜻한 자켓, 비상상비약  (멀미약 등)
l  비상연락  : 0274 372 139

***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