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산출 내역 금액(RMB) 비고

항공권
2,100원*123명

(편도)1,350원 * 1명

258,300

1,350

에바항공, 푸동-대만

 편도항공권(1명)

호텔
550원*3박*56룸

850원*3박*4룸 

92,400

10,200

아시아퍼시픽호텔, 
2인1실(56개),3인1실(4개), 조식 포함

버스 420원/인*124명 52,080 45인승, 교사 포함 배분

식사

90원*124명

55원*4번*124명

90원*124명

49,600
몽골리안 BBQ, 현지식, 
무제한 샤브샤브 포함

입장료 및 

관람표

국립고궁박물관 100원*124명

예류지질공원 25원*124명

스펀천등날리기 55원*124명

101빌딩전망대 160원*124명

홍마오청 25원*124명

45,260 입장 및 관람  

기타 현지가이드 1,200원*5명등 68,200
현지가이드, 졸업파티행사비용, 

여행자보험, 여행사마진 등

합계 569,950 교사 비용 별도

1인당 경비 여행비2,502원*항공(왕복)2,100원 4,602원 VAT 포함

 

가 정 통 신 문

제 2018- 118호                                           2018. 10. 26.

2018학년도 12학년 수학여행 일정변경 및 비용 환불 안내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계절에 댁내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12학년 수학여행 일정이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변경되어 그에 따른 비용 차액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에도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 11월 7일 이틀째 일정(태각로협곡 및 칠성탄 해변) →

                 단수이풍경구(훙마오청/진리대/옛거리/어인부두)로 변경 

   2. 비용차액 : 변경전 4,852위안 → 변경후 4,602위안 차액 –250위안

   3. 환불방법 : 신한은행 스쿨뱅킹 신청자만 스쿨뱅킹으로, 그 외 다른 은행 스쿨뱅킹 

                  신청자 및 개별 입금자는 현금으로 행정실에서 일괄 지급

                 (수학여행 후 날짜 안내 예정)                 

   4. 변경된 세부일정 : 뒷면 참조

   5. 산출근거(124명 기준)



날짜 도시 교통편 시간 일정 및 관광지 식사

제1일

11/6

(화요일)

상해

대만

B7501

전용차량

11:15-13:10 A팀

상해포동공항출발-대만송산공항도착

*가이드 미팅후

*화산1914

*석식(宝岛)

*용산사

*스린야시장

*호텔투숙 및 휴식

중식 : 기내식

석식: 宝岛

B7711 13:15-15:15 B팀

상해포동공항2청사-대만도원공항도착

*가이드 미팅후

*석식(宝岛)

*용산사

*스린야시장

*호텔투숙 및 휴식

중식 : 기내식

석식: 宝岛

호텔: 아시아퍼시픽호텔

제2일

11/7

(수요일)

대만 전용차량 전일 호텔조식후

*스펀 천등날리기(4인1조)

*지우펀

*중식(현지식-芋见台湾真理)

*101전망대

*중정기념당

*석식(몽골리안BBQ)

*호텔투숙 및 휴식

조식:호텔식

중식:芋见台湾真理

석식:몽골리안BBQ

호텔: 아시아퍼시픽호텔

제3일

11/8

(목요일)

대만 전용차량 전일 호텔조식후

*예류지질공원

*중식(현지식-미관원)

*단수이풍경구

 훙마오청/진리대/옛거리/어인부두

*석식(샤브샤브 무제한)

*강당 졸업파티행사(간단한간식포함)

*호텔투숙 및 휴식

조식:호텔식

중식: 미관원

석 식 : 샤 브 샤 브 

무제한

호텔: 아시아퍼시픽호텔

제4일

11/9

(금요일)

대만

상해

전용차량

BR722

전일

16:30-18:25

호텔조식후

*국립고궁박물관

*중식(현지식-国厨)

*공항으로 이동

*대만도원공항-상해포동공항도착

조식:호텔식

중식: 国厨

※※※본 일정은 여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정 (11월 6일 ~ 9일) 

2018. 10. 26. 

상 해 한 국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