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넷 크루즈온 & 연운항 페리와 함께하는 중국 여행 >
- 아이넷 TV와 함께하는 월드투어 특집, 중국 성인 가요콘서트 3박 4일여행기간
2020년
04월 25일 (토요일) ~ 04월 28일 (화요일)
출발 장소
인천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 오후 12시 집결
상품가

총 439,000원(여행비 399,000원 + 비자비 40,000원)

■일정표
날짜

제1일
4/25
(토)

지역

교통

시간

개별이동

12:00

내용
인천 제 2국제 여객 터미널 1층 입국장 집결
(1호선 인천역에서 수인선 신포역 환승 / 신포역 도보 3분거리)
인솔자 미팅

인 천
연운항 페리

14:00경 출국 수속 후 승선
17:00

하모니 호

식사

석: 선내식

출항 후 석식
Hotel : 하모니호 (4인실)

7:00

선내 조식
♬세미 크루즈 라이프 즐기기

연운항 페리

12:00

선내 중식

15:00경 하선 및 현지 가이드 미팅 후 관광지로 이동

제2일
4/26
(일)

♬ I-net 콘서트 공연 ♬

연운항

동해 삼림 온천: 드넓은 천연 소나무 숲과 세계적으로

전용차량
17:00

희귀한 천연 소다 온천이 있는 동해 삼림 온천 리조트입니다.
온천욕,삼림욕,해풍욕 삼욕(浴)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조: 선내식
중: 선내식
석: 현지식

중국 최대 규모의 삼림온천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 보아요!
18:00

석식
리조트 온천 및 개별 휴식
Hotel : 동해 삼림 온천 리조트 (정5성급)

연운항 전용차량

07:00
09:00

호텔 조식 후 관광지로 이동
수정 박물관: 수정도시 연운항의 수정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중국 크리스탈 박물관” 명예 칭호를 수여 받은
중국 최대, 최고 등급의 수정박물관로 국가 AAAA 수준의 관광지입니다.
연운 올드 스트릿: 1933년 “리안 마을”로 이름을 알렸으며,

제3일
4/27
(월)

현재까지도 인기 많은 상점거리이자 먹자골목입니다.
14:00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중식 후 연운항 항구로 이동
석: 선내식
출국 수속 및 승선
연운항 페리 출항

연운항 페리

해 상

선내에서 개별 휴식

하모니 호

Hotel : 하모니호 (4인실)
해 상 연운항 페리
제4일
4/28
(화)

인 천

7:00

선내 조식 및 개별 휴식

12:00

선내 중식 및 휴식

16:00경

입국 수속 종료 후 해산
J 감사합니다 J

조: 선내식
중: 선내식

■여권 및 비자
1. 여권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출발일 기준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2) 단수여권 소지자의 경우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해야하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
다. (단수여권 소지자는 필히 여권 사용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권이 훼손된 경우 출/입국이 불가하오니 확인하시고 문의바랍니다.
(※ 주의사항 : 찢어지거나 뜯어진 여권에 테이프나 본드 등으로 붙일 경우 출국에 제약을 받습니다.)
4) 예약 후 신 여권 발급 시 담당에게 필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권 정보가 틀릴 경우 입국이 불가합니
다. (사전 고지가 없었을 시, 이에 따른 손해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5) 한국여권 소지자가 아닐시, 반드시 예약 전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전 고지가 없었을 시, 이에 따른 손해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2. 비자
중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단체 비자 발급 별도 비용 1인당 40,000원 추가

3/31 (화) 오전 10시 까지 여권사본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종류의 비자를 진행해드릴 것이며, 추가금액 10,000원이 발생됩니다.
à비자 발급을 위한 여권확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빠른 여권 송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가능한 중국 비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 비자비용이 필요 없으며, 중국 비자부분을 팩스 또는 사진
을 찍어서 여행담당자에게 보내주십시오.
(*3/31 (화) 이후 취소 또는 참가자 변경 통보 시 비자 비용 환불 및 변경 불가)
*중국 단체 비자 신청을 위한 여권 사본 전송 시 유의사항!!
1. 여권 정보가 있는 아랫면과 소지인 서명이 있는 윗면, 즉 양면이 모두 나오도록 찍어 주세요.
2. 여권 정보 하단(아랫면)에 위치한 바코드 영역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빛 반사로 인해 일부 정보가 가려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위 조건 미달 시 비자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참조하시어 전송 부탁드립니다.

*대표여행자 이름과 본인 이름 및 핸드폰번호를 함께 적으셔서 보내주십시오.
여권 사본 보내주실 곳 : 3/31 (화) 오전 10시 까지 꼭 보내주십시오.
- 휴대폰 번호 : 010 – 6567 - 3880 (문자 확인 만 가능)

■ 결제 방법
1. 현금 입금시: 우리은행 1005 - 602 - 628556 ㈜크루즈온
2. 카드 결제시: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월/년), 할부여부를 상담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예약상담 완료 후 서둘러서 입금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취소 규정 약관 :여행 취소 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소 가능한 시간 : 당사 근무 시간 내 월~금 평일 오전 9:30 ~ 오후 5:30 (직통 전화만 가능)
*3/31 (화) 오전 10시 이후 통보 시 비자비용 환불, 변경 불가입니다.
~ 출발일 30일 전 까지 통보시
출발일 29일 전 부터 ~ 20일전 까지 통보시
출발일 19일 전 부터 ~ 10일전 까지 통보시
출발일 9일 전 부터 ~
8일전 까지 통보시
출발일 7일 전 부터 ~
1일전 까지 통보시
출발 당일 통보시

상품
상품
상품
상품
상품
상품

가격의 100% 환불
가격의
90% 환불
가격의
85% 환불
가격의
80% 환불
가격의
70% 환불
가격의
50% 환불

■ 여행 준비
여 권

해외 출국 시 “여권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 후

중국 연운항 날씨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의 류

우리나라의 날씨와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입으시던 옷을 그대로 준비해주시면 되며,
신발은 활동하시기 편한 신발이 좋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우산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주무실 때 입으실 잠옷과 속옷, 양말 등은 넉넉히 준비 부탁드립니다.

상 비 약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은 넉넉히 준비하시고, 그 외에 여행 중의 비상약으로
소화제, 진통제, 멀미약, 감기약, 피로회복제 등을 준비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세면도구

선사 4인실에는 위생상 구비되어 있는 물품이 없으므로 세면도구 및 수건, 슬리퍼 등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텔에서는 기본적인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 전 금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금액만 환전하면 되며,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십시오.
비상시를 대비하여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 VISA, MASTER CARD, AMEX 등 )
대개의 경우 소지하신 휴대폰은 중국에서도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통신사에
연락하여 휴대폰 전화 로밍, 데이터 로밍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내에 계실 때는 공해상이기 때문에 전화통화가 불가합니다.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전 화

기타사항
기사/가이드

TIP

꼭 지참해 주십시오!

- 선글라스, 모자, 휴대용 우산 등을 준비하시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연운항 페리는 220V를 사용합니다.
- 중국 현지도 220V 사용합니다.
- 여행 업계 관례상 여행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인당
주시기 바랍니다.(중국 현지에서 가이드 안내에 따라 지불)

40,000원(4만원)

준비하여

■ 안내 사항
1.최소 출발 인원은 100명이며, 공연은 출발 인원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취소일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안내문 참고)
2.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및 선박사정(교통, 기상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다음 일정을 위
하여 축소 및 추가(의 경우엔 추가금액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3. 여행 일정 및 자유 시간 중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안전사고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 관광은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숙지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용자 본인의 과실 및 본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4. 입금까지 완료되신 분은 출발 당일 모이는 장소, 준비물 등 세부안내 사항을
출발 1~2 일 전부터 순차적으로 담당 인솔자가 안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 숙박 정보
1. 선실:

기본 4인 1실 배정 / 외부인(동일한 아이넷 단체) 합승이 배정 원칙이지만 남녀 혼숙은 부부 및 단체를

제외하고 배정되지 않습니다. (단체일 경우 단독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의 총 탑승인원
또는 선사 사정에 의하여 분산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선실배정은 선사 고유의 권한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호텔: 기본 2인 1실 이용 기준입니다. 호텔 싱글룸(1인실) 예약 시, 1인당 ￦80,000원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사전 신청 필수). TRP룸 예약 시 중국은 3인실이 없는 관계로 2인실에 간이침대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예약 후 문의 전화 : TEL) 02-6190-0123

/

휴대폰) 010–6567-3880 (문자 확인만 가능)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 오시는 길
[인천 제2국제 여객터미널]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47번지 (구 주소: 항동7가 1-2번지/ 인천 여자 상업 고등학교 맞은 편)
연락처: 1599-5985(ARS)

(1) 버스 이용하실 경우
- 시내버스 : 동인천역 맞은 편 대한서림 방향 맥도날드 앞 9, 23, 24, 72번 승차 (약 5~10분 소요)
- 시외버스 : 인천시외버스터미널(관교동) 하차 후, 시내버스 이용
* 뉴코아 아울렛 앞, 36번 승차. 인하대병원 하차 후 9번 환승(약 1시간반 소요)
- 광역버스: 서울역에서 1601번 승차, 인하대병원 하차 후, 9번 환승(약 2시간 소요)
(2) 승용차 이용하실 경우 - 경인고속도로 끝까지 나오셔서 신호에서 직진하신 후, 인천항이 보이는
곳에서 우회전 월미도/제2국제여객터미널 이정표 따라 진행
(3) 택시 이용 : 동인천역, 인천역 약 15분 소요 / 비용 약 4000원 정도
(4) 지하철 이용 : 신포역(수인선) 하차(1번 출구 전방 약 150m 도보 후 우회전)
▶지방고객 항공기로 오실 경우 김포공항 에서 택시로 50분 소요 (4만원 내외)
▶지방고객 KTX 등으로 오실 경우 [경상도 방면: 서울역 / 전라도 방면: 용산역] 하차 후,
1호선 동인천역으로 이동 후, 택시 또는 버스 이용
▶제2국제 여객터미널 내에는 편의점, 분식점, 은행 등 간단한 부대시설만 있습니다.
▶인천항 제2 국제 여객 터미널 주차요금
- 주차 요금 : 10분부터 ~30분 1,000원, 1일(24시간 기준) : 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