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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드 니 호주 최대의 도시이며 경제의 중심지인 시드니 도착 후 조식: 기내식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으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중식: 현지식

블루마운틴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유칼립투스 나뭇잎에서 나오는 유액이 태양에 반사되어  석식: 한정식
   푸른 빛으로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 유산으로 등록
          * 에코 포인트 - 세자매의 전설이 있는 세자매 봉 등 전망대에서 장엄한 자연 경관 관람  
          * 시닉 레일웨이 - 250m의 가파른 절벽을 오르내리는 관광 열차

제2일           * 보드 워크 - 호주 특유의 원시림을 감상하며 즐기는 산책로
          * 시닉 케이블웨이 - 545m 가파른 경사를 따라 운행하는 케이블카 탑승 후 전경 조망 
중식 후 
시드니 동물원에서 호주와 아시아 , 아프리카의 동물들은 물론, 펭퀸 상어가 있는 아쿠아리움과 파충류관 
호주 코알라와 캥거루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호주 원주민인 에보리진의 삶을 엿볼수 있는 퍼포먼스
시드니 귀환후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 THE TANK STREAM HOTEL CLS

시 드 니    기상 및 조식 후 조식: 호텔식
   훅스베리 리버를 경유하여 포트스테판으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소요) 중식: 현지식

포트스테판    포트스테판 명소 관광 및 와이너리 농장 방문 석식: 한정식
           * 4WD 사막 투어 - 32km의 스탁튼 비치를 따라 형성된 모래 언덕을 달리는 투어
           * 모래 썰매 타기 - 수미터의 모래언덕을 썰매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짜릿함
               * WINERY - 호주 와인 농장 방문 및 와인 시음
        중식 후 
   "돌핀크루즈" 탑승 - 해안에 서식하는 야생 돌고래 무리의 유영하는 모습 등 관람
   시드니로 귀환

시 드 니           석식 (한정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The Tank Stream Hotel CLS

제4일 시 드 니    기상 및 조식 후 조식: 호텔식
   가이드 미팅 후 동부 지역 명소 관광 중식 현지식
          * 더들리 페이지 -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한 시드니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부촌 석식: 한정식
          * 본다이 비치 - 부서지는 하얀 파도와 아름다운 해변 관광
          * 겝팍 - 80m의 깍아지른 절벽아래로 소용돌이치는 파도와 눈부신 바다 절경 관광
중식 후 
   " 시드니 하버 티크루즈 " 탑승 하여 전경 감상 
시드니 시내 핵심 명소 관광 
          * 하버브릿지 -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아치형 다리 조망

시 드 니           * 미세스 맥콰리스 포인트 - 하버브릿지와 오페라 하우스가 어우러져 만드는 비경 감상
          * 오페라 하우스, 달링 하버, 하버 브릿지 등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 THE TANK STREAM HOTEL CLS

제5일 시드니  기상(도시락) 후 공항으로 이동 조식: BOX B'FAST
크라이스처치 시드니 출발 크라이스처치 향발 중식: 현지식

크라이스처치 도착후 전용 차량 탑승 후 트와이젤로 이동 (약 4시간 30분 소요) 석식: 호텔식
남섬의 장엄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반지의 제왕 촬영지인 인 트와이젤로 이동
트와이젤로 이동 후 중식 
크라이스처치로 이동
남섬의 아름다운 자연관광 감상
*빙하가 만들어낸 깊고 푸른 물빛의 푸카키 호수, 반지의 제왕 2탄 두개의 탑 오프닝씬이 촬영된 곳
*육빛의 데카포 호수에서의 선한 목자의 교회, 양치기 동상 등 관광
*뉴질랜드에서 가장 넓은 캔터베리 대평원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MACKENZIE COUNTRY HOTEL CLS

제6일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전용 차량 탑승 조식:호텔식
와나카 트와이젤 - 와나카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중식: 현지식

퍼즐링 월드 석식: 현지식
 * 재미있고 신기한 착시의 세계
*건물 한 귀퉁이로만 서서 땅과 53도의 각도을 이루고 잇는 와나카의 사탑
*개방된 공간에 변기가 나란히 놓인 고대 로마 양식의 공중 화장실 체험
*비스듬히 서있는 아기자기한 건물들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
에지워터 리조트 스테이크
*와나카 호수변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즐기는 뉴질랜드 청정육우 스테이크 현지식 

호주 뉴질랜드 남북섬 완전 일주 11일 

제 3 일



와나카 호수 
*길이 45km 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의 호수, 수질이 깨끗하여 바닥이 보일 정도이다
*호수를 둘러싼 산맥과 절경 감상

퀸스타운 와나카-퀸스타운으로 이동
뉴질랜드 남섬 골드러시의 유적 애로우타운
카와라우 강물 위 43m 세계 최초이자 가장 유명한 점프 카와라우 번지점프대
찬란히 반짝이는 와카티푸 호수와 서던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동화 속의 도시 감상
퀸스타운-테아나우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SWISS- BELREORT CORONET PEAK  CLS

제7일    기상 및 조식 후 밀포드 사운드로 이동   밀포드사운드 (약 3시간 소요) 조식: 호텔식
밀 포 드    피요르드랜드 국립공원,밀포드 사운드   주위의 산들이 빙하에의해 거의 수직으로 깎인 중식: 선상식
사 운 드           피요르드 지형으로, 웅장한 산과 단애절벽, 빙하녹은 물이 폭포를 이루고  석식:현지식

          그 사이에 깃들어 있는 동식물들과 자연 현상이 어울려 장관을 연출한다.
           * 테아나우 관광 - 도시 전체가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
           * 거울 호수 관광 -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로 물이 너무 맑아 주변 풍광이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인다.
           * 호머 터널 조망 - 더런 산맥을 통과하는 길이 1,219m의 1차선 터널
   밀포드 사운드 유람선 탑승 및 선상 런천 뷔페
           * 밀포드 사운드 - 마이터피크, 라이언 마운틴, 보웬폭포 등 피요르드 해안 절경 감상
          <기상 악화로 출입이 제한 되는 경우 퀸스타운 언슬로우 증기선으로 대체 합니다>
퀸스타운으로 이동 (약 4시간 30분 소요)

퀸스타운         석식 (현지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SWISS- BELREORT CORONET PEAK  CLS

제8일 퀸스타운 호텔 조식 후 퀸스타운 출발 오클랜드 향발(항공 약 1시간 50분 소요) 조식: 호텔식

오클랜드    오클랜드도착후  남서쪽에 위치한 와이토모로 이동  * 오클랜드 - 와이토모 (약 3시간 소요) 중식: 현지식
와이토모    와이토모 동굴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자연이 빚어낸 종유석,석순, 돌기둥과 석식:한식 

            보트를 타고 동굴 천정을 수놓은 신비로운 반딧불이의 은하수 향연을 감상 할 수 있다.
        중식 (현지식 - 와이토모 BBQ)
   유황온천의 휴양도시 로토루아로 이동  * 와이토모 - 로토루아 (약 1시간 30분 소요)

로토루아    로토루아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IBIS  ROTORUA CLS

제9일 오클랜드 호텔 조식 후 가이드와 미팅하여 이동 조식: 호텔식
타우포-로토루아로 이동 (버스 약 1시간 소요) 중식: 항이식

타우포 타우포 명소 관광 석식: 한식 
  호쾌한 물보라가 퍼지는 후카 폭포, 개척시대의 마을이 재현된 후카 빌리지 
  와이라케이 지열 발전소, 타우포 호수, 번지점프대 등 

테푸이아 지열지대 및 마오리 민속쇼 및 항이식 
  마오리 전통 가옥 및 각종 공예품 
  분출되는 온천수의 장관과 간헐천, 진흙열탕 등 
뉴질랜드 북섬 최대 호수의 도시 타우포로 이동 

뉴질랜드 전통 목장 투어 
로토루아     아그로돔 농장 방문 & 팜투어 

           - 뉴질랜드 전통 농장 테마 파크, 양털깍이쇼, 양쇼, 양몰이 개쇼 등 관람
           - 트렉터를 타고 농장을 돌며 양, 송아지등 먹이주기와 키위, 사과등 과수 체험

    폴리네시안 스파 -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유황온천을 이용하여 온천욕을
                                        즐기며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유황 온천 체험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IBIS ROTORUA  CLS
제10일 로토루아    기상 및 조식 후 조식: 호텔식

로토루아 호수는 로투루아 지역의 가장 큰 호수로 약 20만년 전에 발생한 화산 폭발로 생성됨 중식: 뷔페식
   레드우드 산림욕 체험   영화 쥬라기 공원의 "잃어버린 세계" 촬영지로 알려진 석식: 한식
                               원시림이 울창한 레드우드 산림에서 아름드리 나무들 사이로 산책하는 산림욕
스카이라인 곤돌라 탑승 및 식사
로토루아 호수와 시내 전경을 바라보며 뷔페식사

오클랜드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오클랜드 시내 관광 
오클랜드 시민들의 휴식처 '미션베이, 오클랜드 도메인, 장미공원 관광



오클랜드           석식 (한정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GATEWAY HOTLE CLS 

제11일 오클랜드 오클랜드 공항으로 이동 조식 : 기내식 
(또는 도시락)

* 상기 일정과 요금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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