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자연의 뉴질랜드 남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1 일 

도시명 시간 투어 일정 비고

오클랜드/호주 항공으로 08:40-10:20 경 퀸스타운 도착 후 가이드 미팅

퀸스타운 11:00 한식으로 중식 후 뉴질랜드에서 두번째로 큰 호수 인, 테 아나우 향발 중식 : 한식

테아나우 14:00 Semi - Kepler Tracking : 1 Day Course
테 아나우 Rainbow Reach 에서 Controlgate 까지 Beech 나무와                          
Manuka 나무 등의 원시우림 숲속길을 Waiau 강을 따라 걷는 약 3시간의 환상
적 산책로

18:00 저녁식사 석식 : 현지식

테아나우 Distinction 호텔 또는 동급 호텔

제 2 일 

도시명 시간 투어 일정 비고

테아나우 08:00 아침식사 후 남반구 최고의 피요르드 밀포드사운드로 이동 
에그링턴 계곡, 거울호수, Monkey Creek등 관광 후 조식 : 호텔식

밀포드 사운드 11:15 호머터널 지나 서던 알프스 산맥을 넘어                                                               
밀포드사운드 선상유람 및 부페 런치 중식 : 선상식

퀸스타운 17:30 퀸스타운 도착 후 한식 석식 후 시내 자유관광 석식 : 한식

Copthorne Lakefront 호텔 또는 동급  호텔  

제 3 일 

도시명 시간 투어 일정 비고

퀸스타운 08:00
조식 후 마운트 쿡 향발                                                                                                                                      
옛 금광의 마을 애로우타운, 세계최초 번지점프 카와라우 다리,                                                              
과수재배 단지 크롬웰 등 방문    

조식 : 호텔식

13:30 마운트 쿡 국립공원 도착 후 Hermitage Hotel 카페 런치 중식 : 현지식

14:00 Hooker Valley Tracking
뮬러빙하와 그 호수를 지나 3개의 흔들다리를  건너면서                                                                                        
마운트 쿡과 서던 알프스의 장관을 파노라마로 감상하며                                                                           
후커 빙하 호수까지 걷는   감동의 왕복3시간 코스 

18:30 호텔식 디너 석식 : 호텔식

Hermitage Hotel 

제 4 일 (금)

도시명 시간 투어 일정 비고

마운트 쿡 08:00 조식 후 크라이스트처치 향발 조식 : 호텔식

크라이스트처치 14:00 크라이스트처치 도착 후 한식 중식 후 중식 : 한식

보타닉가든, 캐시미어 힐, 대성당 등 시내관광

공항이동,

오클랜드/호주 오후 5시 이후 출발 항공으로 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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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중식 실장 021 85 7700

***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