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일크루즈 ‘해랑 서부권1박2일’ 일정표 : ‘21년 9월~10월

<서울-전주-순천-목포-서울>
일자 지역 교통 세부 스케줄 기타사항

1

일

차

서울

개별이동
07:00

서울역 3층 빈스앤베리즈(Beans&Berries) 2호점 집결
(‘코레일멤버쉽라운지’ 맞은편 KFC 옆)

* 모든 비용포함

열차운임

       연계 버스료

       열차 내 숙박

       식사

       간식 및 식음료

       입장료 및 체험료

       열차내 이벤트

*No Tip, No Shopping

No Option

해랑 07:30 서울역 출발, 전주로 이동 (수원, 천안, 서대전 중간 승차)

열차 소개 

전주
전용버스

10:56 전주역 도착. 중식장소로 이동

11:20
12:20

중식 : 전통을 맛보는 전라도 정식

12:40
13:40

국내 유일의 도심속에 보존된 전주한옥마을 둘러보기

해랑
14:20 전주역 출발. 순천으로 이동

순천

15:25 순천역 도착.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이동

전용버스

세계 5대 연안, 국내 최대 갈대군락지 순천만습지 둘러보기

석식 : 원기회복 체력충전 장어구이 한상차림

해랑
20:00 순천역 도착, 목포역으로 이동

해랑에서 즐기는 해랑 Event!

숙박 : 레일크루즈 해랑 內 객실

2

일

차

목포

해랑 07:00 목포역 하차. 조식장소로 이동

전용버스

07:40
08:40

조식 :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뷔페식

09:10
10:10 국내 최장의 목포 해상 케이블카 체험

10:40
11:10

자연이 만들어낸 조각품 갓바위 보행교 산책

해랑

12:00
13:10

중식 : 살아있는 바다의 맛 ‘모듬회정식’

13:40 목포역 출발. 서울로 이동 

해랑 퀴즈 이벤트

서울 19:00 서울역도착 (서대전, 천안, 수원 중간 하차)

* 여행 일정은 기상 및 열차 운행 계획, 현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레일크루즈 ‘해랑 서부권1박2일’ 일정표(11월~2월)

<서울-고창-보성-순천-서울>
일자 지역 교통 세부 스케줄 기타사항

1

일

차

서울

개별이동 08:10
서울역 3층 'Beans & Berries 2호점” 집결
(‘코레일멤버쉽라운지’ 맞은편 KFC 옆)

* 모든 비용포함

열차운임

       연계 버스료

       열차 내 숙박

       식사

       간식 및 식음료

       입장료 및  

      체험료

       열차내 이벤트

*No Tip, No Shopping

No Option

해랑
08:40 서울역 출발. 정읍으로 이동

열차 소개 

고창

전용버스

12:06 정읍역 도착. 중식 장소로 이동

중식 : 옥돌에 구워 더욱 맛있는 한우구이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돌아보는 고창읍성

구름 속에 머무르며 만난 아름다운 사찰, 선운사

석식 : 원기회복 체력충전 풍천 장어구이

해랑
20:05 정읍역 출발. 보성으로 이동

해랑에서 즐기는 해랑 Event!!

숙박：래일크루즈 해랑 內 객실

2

일

차

보성

해랑 07:11 보성역 하차. 조식장소로 이동

전용버스

조식 :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키조개탕 한 상

사계절 푸르른 보성녹차밭 산책

보성 녹차밭 출발. 순천만 습지로 이동

순천 

세계 5대 연안 순천만 습지 둘러보기

중식 : 싱싱하고 맛도 일품인 '꼬막정식'

해랑

13:40
순천역 출발, 서울로 이동 

(서대전, 천안, 수원 중간 하차)

서울 18:02

서울역 도착

(열차운행에 따라 약 20분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 

연계교통편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 여행 일정은 기상 및 열차 운행 계획,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