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올바른 제주 2박3일 

▶ 제주 공항 도착 

 

▶ 오전10시30분~12시30분 사이 제주공항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 가이드 미팅시간 / 미팅장소는 추후 공지 

 

▶ 중식 후 투어시작 

 

▶ 애월 해안도로 (카페방문) 

 

▶ 금릉 해수욕장 (검은색 용암과 흰 모래사장, 에메랄드 빛 바다의 조화) 

 

▶ 금악오름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휴식  

1인 지상비  US$599+항공 

포함사항 1. 식사  2. 교통  3. 입장료  4. 호텔(2인 1실 기준) 

불포함사항 
1. 기사/가이드 팁 (1일 1인당 $15씩) 2. 여행자 보험  3. 항공료  4.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  5. 선택관광  6. 비자(발생될 경

우)  7. 독실 사용시 추가비용 발생 전일정 $80/박)  

비상연락처 
푸른투어 Office NJ ☎ 201-778-4000 /NY ☎ 718-928-3333 /LA ☎ 213-739-2222 /LAS ☎ 702-861-2377 / DAL-

LAS ☎ 469-615-6000  

참고사항 

1. 본 투어는 개별 항공편으로 제주공항 도착하여 진행하는 상품이며 10:30AM~12:30PM 사이 제주공항 도착편 국내선 이

용 

2. 차량은 "인원별" 차량 제공됩니다. (10인 미만: 드라이빙 가이드, 벤 차량/ 10~20인: 25인승, 20인 이상: 45인승 버스) 

3. 여행자 보험은 불포함입니다. 투어 출발전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분실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정의 변경 및 일부 취소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면책됨

을 알려드립니다. 

5. 일정은 항공 및 현지도로, 기후 등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제주 

HOTEL :  중문 부영호텔 또는 동급   

조식 :    X                          중식 :  돔베국수                               석식 :   제주갈치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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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조식 후 출발 

 

▶ 천제연 폭포 

- 천제연 폭포는 천지연, 정방폭포와 함께 제주도 3대 폭포중의 하나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 산방산 유람선 

 

▶ 서귀포 

- 주상절리대 : 높이가 30~40M, 폭이 약 1KM에 이르는 국내 최대규모로 제주도 천연 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돼 있으며 두꺼운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발생하는 수축작용으로 형성되어 병품처럼 둘러있는 모습이 경외감을 불러 일으킨다. 

 

- 섭지코지 

 

- 성산일출봉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휴식 

2일차 

제주 

HOTEL :  중문 부영호텔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해물 뚝배기                              석식 :   제주 흑돼지 구이                                       

▶ 호텔 조식 후 출발 

 

▶ 성읍 민속 마을 

 

▶ 붉은 오름 자연 휴양림 

 

▶ 중식 후 제주공항으로 이동 

 

▶ 제주공항 출발 (2:00PM 이후 항공)  

3일차 

제주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전복죽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