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참가자 
1일 관광 안내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에 참가하시는 학생 및 멘토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본인 신청 종목이 진행되지 않는 날은 경기관람과 자유시간
으로 일정이 진행됩니다. 

선수단 숙소와 대회장 외부로 이동을 희망하시는 팀은 멘토님의 간단한 
서류작성 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오니 운영본부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 경기가 없는 참가자들을 위한 
1일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안내를 참고하시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행코스

가격

포함 소요시간
최소
인원

인민폐 달러

북대하
농업 관광공원/                        

호랑이 바위 해변 418 65
티켓/교통/여행가이드

/점심/보험
08:00-16:00 30

북대하 1일 투어

도시 투어 농업 관광 공원/호랑이 바위 해변 최소인원
30명

북대하 농업 관광 공원과 멋지고 찬란한 해변 관광

- 이용 시 사전예약과 12월 15일 중국 도착 시 지불완료 하셔야합니다..
- 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취소되거나 가격이 재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이중언어가이드: 중국어 혹은 영어

농업 관광 공원 호랑이 바위 해변



여행코스

가격

포함 소요시간 최소인원

인민폐 달러

창리 화시아 와이너리/ 
수중암석사원 438 68 티켓/교통/여행가이드

/점심/보험
08:00-16:00 30

창리 1일 투어

도시 투어 화시아 와이너리 –수중암석사원 최소인원
30명

아시아 최대 와이너리 창리 화시아 양조장
그리고 창리에서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수중암석사원 관광

화시아 양조장 수중암석사원

- 이용 시 사전예약과 12월 15일 중국 도착 시 지불완료 하셔야합니다..
- 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취소되거나 가격이 재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이중언어가이드: 중국어 혹은 영어



여행코스

가격

포함 소요시간 최소인원

인민폐 달러

산하이관 산하이관(만리장성) 458 71 티켓/교통/여행가이드
/점심/보험

08:00-16:00 30

산하이관(만리장성) 1일투어

CITY TOUR 1 산하이관- 용머리 해안- 구문구 최소인원
30명

만리장성 동쪽 끝의 천하제일 관문으로 불리는 산하이관 관광

천하제일 산하이관 산하이관 용머리 해안 구문구(9개의 문)

- 이용 시 사전예약과 12월 15일 중국 도착 시 지불완료 하셔야합니다..
- 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취소되거나 가격이 재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이중언어가이드: 중국어 혹은 영어



2. 신청방법 및 요금납부

Remark 1. 
모든 참가팀은 1분 이상의 지도교사 또는 부모님이 
멘토로서 반드시 인솔해야 합니다.
이 때 멘토는 여러 팀을 중복하여 담당 할 수 있습니다.

1)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2) 12월 8일 오전 10시까지 

     join.iro.korea@gmail.com 으로 제출.

3) 신청한 코스에 해당 하는 금액을 ‘위안’으로 준비.

4) 해당 금액을12월15일-16일 마련 될 운영 본부에 납부.

1. 주요 안내사항

Remark 2. 
신청 인원이 30명 미만이 될 경우, 

투어가 취소 되거나 비용이 상향 조정 될 수 있습니다.

Remark 3. 

가이드는 중국어와 영어를 사용합니다.

Remark 4. 

투어는 외국인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Remark 1. 
요금은 1인 기준입니다.

문의 010-4389-72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