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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4일 제주도 여행 

(3泊４日済州島旅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있었어요.? 

지난번 서울 여행에 이어서 오늘은 다른 여행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연인과 여행하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구요? 

제가 오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바로 3박 4일간 제주도 여행입니다. 

こんにちは。 皆さんお元気ですか。 

前回のソウル旅行に続いて、今日は別の旅行を紹介しようとしています。 

大好きな恋人と旅行しながら忘れられない思い出を作りたいですか。 

今日私は、美しい思い出を作る方法をお知らせします。^^ 

それは 3泊 4日済州島旅行です。 

한국에는‘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같이 있는 시간이 길면, 마음도 더욱 가까워 진다는 뜻이예요. 

제주도에서 3박 4일간 여행을 다녀오시면, 그만큼 마음도 가까워 질 거라고 믿어요! 

그럼 저를 따라와 보실래요? 

韓国には "体が離れると心も離れる"ということわざがあります。 

それだけ一緒にいる時間が長ければ、心もさらに近づくという意味ですよね。 

済州島 3泊 4日旅行に行って来たら、さらに恋が深くな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 

それでは、私について行ってみませんか？ 

 



서쪽으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가는 제주도여행코스 

  西から、東に行く済州島旅行コース 

연인과의 3 박 4 일 제주도여행. 아름다움 1 일차 

一日目 

한라수목원 > 러브랜드 > 숙소 

 

 

한라수목원（ハンラ樹木園） 

 

제주도에 첫발을 내딛고 제주도의 풍취와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곳.  

수목원 길을 걸으면서 여유를 가지며 제주도에서의 3박 4일간의 여행에 대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연인과 손잡고 숲길을 걸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済州島の第一歩を踏み出し済州島の風情と環境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ところ。 

植物園の道を歩きながら余裕を持ち、済州島の 3泊 4日旅行に備えられるところだと思いま

す。恋人と手をつないで森の道を歩くと本当に良さそうです。^^ 

 

 

 

러브랜드（ラブランド） 

 연인과의 제주도 여행의 빼놓을 수 없는곳. 

이름부터 러브랜드! 이성에 대해 여러가지 배울점이나 느낄점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올바른 성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제주도 관광지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영업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있어요.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참고로 미성년자는 못들어옵니다. 애들은 빨리 자~~ 

 

恋人との済州島旅行の欠かせない場所です。 

名前からラブランド！異性に対していろいろ学ぶことや感じることができる所だと思います。 

正しい性文化について学び、それについて話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です。 



あ！済州島観光地の中で最も遅くまで営業しているところです。 

夜 12時まで営業ですよ！！これでいいのか〜悪いのか〜 

参考に未成年者は入れません。子供たちは早く寝なさい〜〜 

 

 

연인과의 3 박 4 일 제주도여행. 아름다움 2 일차 

二日目 

그리스신화박물관 > 토이파크 > 유리의성 > 소인국테마파크 > 

 세계자동차박물관 > 황금륭버거> 숙소 

  



  그리스 신화박물관(ギリシャ神話博物館) 

사진만 봐도 흰색 외관이 신화속에 나오는 건물 같지 않나요?! 

왼쪽은 매표소예요.  

写真だけ見ても白の外観が神話の中に出てくる建物のようです。 

左は発券所ですよ。 

 

트로이목마（トロイ木馬） 

 

소인국테마파크 

  

소인국테마파크는 여러가지 아기자기한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東武ワールドスクウェア하고 비슷해요.ㅋㅋ  

하지만, 東武ワールドスクウェア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을수 있어요. 많이 찍고 많이 웃고.  

小人国テーマパークは、様々な可愛らしいキャラクターで構成されている場所です。 

東武ワールドスクウェアと似ています（笑） 



しかし、東武ワールドスクウェアにないものもたくさんあります。 

たくさんの写真を撮ることができます。たくさん撮って、たくさん笑いましょう。 

 

 

연인과의 3 박 4 일 제주도여행. 아름다움 3 일차 

三日 

퍼시픽랜드 > 테디베어뮤지엄 > 휴애리자연생활공원> 천지연폭포 > 새연교 > 숙소 

  

퍼시픽랜드（パシフィックランド） 

퍼시픽랜드입니다! 돌고래 공연.일본 원숭이 공연.바다사자 공연등 여러가지 동물들의 귀여운 

공연을 구경 할 수 있구요. 

위치는 제주도 여행관광지의 집결소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어서 관람하시기에도 편하실거에요. 

제주도 하면 바다! 해양 생물들의 공연을 제주도 보면 참 좋았어요~^^ 

パシフィックランドです！イルカのショー。日本猿ショー。アシカショーなど様々な動物たちのかわ

いいショー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場所は、済州島旅行の観光地の集結所、中文観光団地の中にあるので便利です。 

済州島といえば海！海洋生物たちの公演を済州島で見るのも本当にいいですよ〜^^ 

 

 

휴애리자연생활공원（ヒュエリ自然生活公園） 

제주도에서 가장 제주적인 곳이에요. 제주의 향을 느낄수 있는 휴양공원 입니다. 

흑돼지 쇼도 볼수 있어요. 

済州島で最も済州的な場所です。済州の香り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 

レクリエーション公園です。 

黒豚ショーも見られます。 



  

  

 연인과의 3 박 4 일 제주도여행. 아름다움 4 일차 

四日 

서귀포잠수함 > 성산일출봉 > 제주공항 

  

 

서귀포잠수함(西歸浦潜水艦) 

 

잠수함을 타고 바다 속 70미터까지 내려가요. 

바다 속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http://api.grandculture.net/GC/ViewTextContents.aspx?local=seogwipo&id=GC04600363


스킨수쿠버가 물고기들과 놀아요.  

潜水艦に乗って海の中 70メートルまで降りて行きます。 

海の中の美しい風景が広がります。 

ダイバーが魚たちと遊びます。 

 

 

  성산일출봉（城山日出峰） 

 

성산일출봉은 제주도 동쪽 바닷가에 솟아 있는 해발 182m의 수중 화산체로 10만 년 전 

제주에서 생겨난 수많은 분화구 중 유일하게 바다 속에서 폭발해 만들어졌어요. 

뜨거운 용암이 바닷물과 섞이며 일으킨 폭발로 90m 높이의 봉우리가 뾰족하게 솟아 

있으며 가운데는 2.64 ㎢ 규모의 분화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 

현재는 한라산, 거문오름용암동굴와 더불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사진찍는 기술이 없어도, 전망이 좋기때문에 멋있는 사진을 찍을수 있습니다.ㅋㅋ 

 

城山日出峰は済州島東浜にそびえる標高 182mの水中火山体で 10万年前に済州島で生まれ

た数々のクレーターの中で唯一の海の中で爆発して作られました。 



熱い溶岩が海水と混合で起こした爆発で 90mの高さのピークが立ち、中央には 2.64㎢のク

レーターがあります。 

現在漢拏山、コムンオルム溶岩洞窟とユネスコの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ています。 

写真を撮る技術がなくても、見通しが良いので素敵な写真を撮ることができます。（笑） 

 

이상 제주도로 떠나는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의 반의반도 소개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어떤가요.이것으로도 잊지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러 가지 않으실런지요^^ 

지금까지 권호진 이었습니다. 

以上で済州島 3泊 4日の旅でした。 

済州島の 1/4も紹介しきれませんでした。 

でもどうですか。これでも忘れられない美しい思い出が作れそうではないでしょうか。 

皆さんも美しい思い出を作りに行きませんか^^  



今まで権鎬珍でした。 

 

끝(終わ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