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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코스 매주(화) 출발 1박 2일 코스 매주(토) 출발 

스 위 트 룸 : 290만원 (2인 기준) 

디 럭 스 룸 : 244만원 (2인 기준) 

패 밀 리 룸 : 299만원 (3인 기준) 

스탠다드룸 : 299만원 (4인 기준) 

스 위 트 룸 : 193만원 (2인 기준) 

디 럭 스 룸 : 160만원 (2인 기준) 

패 밀 리 룸 : 194만원 (3인 기준) 

스탠다드룸 : 194만원 (4인 기준) 

연중상시운영 

계절별, 테마별 코스운영 
(봄꽃, 단풍, 지역축제, 힐링)

(고객이 원하는 맞춤코스 운영)
단체 및 전세열차 운영 

전국일주 2박 3일  경상/강원/전라  1박 2일  테마코스  

Memo



순천  

해랑이란? 호텔식 명품 기차여행 해랑

직접 타보신 분들이 추천하는 특별한 여행

해(태양)와 더불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유람하는 최고의 열차라는 의미의 순 우리말 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우수여행 상품 3회 선정으로 여행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효도관광 뿐 아니라 가족여행, 기념일, 단체여행을 해랑과 시작해보세요.  

국내최초 호텔식 열차 프리미엄 서비스 대한민국 산해진미 여행

국내최초 호텔식 열차로서 고급스러운 침대,

응접쇼파, 샤워실, TV가 있는 객실에서의 

안락한 휴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급호텔 수준의 차별화된 승무서비스는 

물론 고품격 열차 내 이벤트, 와인서비스, 

다과, 식사 등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열차를 타고 이동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지역명소의 맛과 멋을 탐방합니다. 

해랑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아우라코스 2박 3일 전국일주 

서울 서울 순천 부산 경주 동해 추전 정동진 

해오름코스 1박 2일 동남부권 코스 

서울 경주 영월 서울 정동진 

씨밀레코스 1박 2일 서남부권 코스  

서울 서울 순천 군산 전주  

<디럭스룸> <디럭스룸> <패밀리룸> <라운지> <디럭스룸> <스위트룸> <패밀리룸> <레스토랑&카페> 

ㅣ 해랑 1호 23실 정원 54명 ㅣ 

 <패밀리룸> <스텐다드룸> <디럭스룸><스텐다드룸> <디럭스룸> 

해랑 2호기는 고객이 원하는 컨셉에 맞춘 특별행사용으로 기업체 단체연수, 세미나, 비지니스, 

바이어 등 단체고객의 행사목적에 따라 코스와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패밀리룸> <레스토랑&카페> <라운지> 

ㅣ 해랑 2호 24실 정원 72명 ㅣ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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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관광열차 해랑에서 대한민국 명소를 바라보는 색다른 경험!
해외명소 어디보다도 값진 경험을 선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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