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 104

PAX&RMS T/FEE 일인기준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REMARKS

옵션/쇼핑

일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식   사

제1일 인　천 KE 679 19:35 인천 출발

하노이 22:05 하노이 도착

HOTEL :  MUONG THANH HANOI OK (04-3640-8686) OR SIMILAR

제2일 하노이 차  량 전 일 호텔 조식후 하롱베이로 이동 조식:호텔식

하롱베이 유람선 도착후 유람선 승선 중식:선상식

유네스코 지정의 세계적 자연경관인 하롱베이의 3000여개의 주변섬 석식:한  식

관광 및 석회동굴 감상

선상중식(배안에서 직접 요리,해산물 추가구입 가능-선택옵션 활어회 

1인$30/해산물 1인$30)

하선 후 석식 

HOTEL : HALONG PARIDISE HOTEL  (준특급) OR SIMILAR

제3일 하롱베이 전 일 호텔 조식 후 하노이 귀환 조식:호텔식

하노이 도착후 중식(센레스토랑-100여가지의 현지뷔페식) 중식:현지식

호치민집무실,바딘광장,한기둥사원 등 관광후 공항으로 이동 석식:한  식

하노이 쇼핑센타 - 히노끼샵,잡화 

쇼핑후 공항으로 이동

국내선 하노이 출발 

호치민 호치민 도착 후  석식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NEW  EPOCH  HOTEL  (일급) OR SIMILAR

** 베트남/캄보디아  4명~9명까지 현지 로컬 가이드진행합니다,
** 상기 요금은 2인1실기준 일인요금입니다. 독방 사용시 추가 요금 발생합니다. 
** 상기 행사는 패키지 상품으로 행사중 개인일정 불가능하십니다.
** 베트남은 미국인 비자 필요 국가입니다. (영주권자 15일간 체류조건으로 무비자)
** 일정중 쇼핑센타 방문과 옵션이 있는 상품입니다.
   (원하지않을경우출발전여행사에 추가비용과함께 요청바랍니다)
** 상기 관광은 한국인(교포)을 위한 패키지로 외국인일경우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 옵션 ]
*  하노이 -  발맛사지 1시간 $20    
*  하롱베이  -  다금바리(생선회)\  1KG- $30  

[ 쇼핑 ]
* 하노이 - 히노끼삽(편백나무를 이용한 상품). 노니(쌍떡잎 식물의 자연 치료제)샵
* 호치민 - 라텍스(천연고무), 잡화

요금표로 돌아가기 (클릭)

베트남일주4박 

4PAX UP

** 차량(모객인원에따라달라짐), 4명~9명까지 현지 로컬 가이드진행, 식사, 호텔,입장료

** 가이드 및 드라이버 팁(일인일일기준 US$10),하롱베이 선장팁$15(팀 전체)미토,구찌안내원 팁;$10 (팀 전체), 
공항세(항공권에 포함), 식당에서의 생수, 보험,옵션비용,항공비 ,비자 FEE



제4일 호치민 차  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미토로 이동  (2시간 정도) 조식:호텔식

미토 정크선을 이용하여 메콩델타 유니콘섬 이동 - 정글 수로 일주관광 중식:현지식

         (과일농장 방문, 열대과일 시식, 전통가옥촌 관광) 석식:선상식

중식(쭐릉 레스토랑-코끼리 귀를 닮은 생선,스팀보트,튀김,베트남쌈)

호치민 호치민 귀환 

전쟁 박물관, 통일궁 등 시내관광

유람선 사이공강에서 펼쳐지는 선상 디너크루즈 탑승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NEW  EPOCH  HOTEL  (일급) OR SIMILAR

제5일 호치민 차  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구찌로 이동 조식:호텔식

구찌 베트남 최대의 전적지 구찌터널 현장 체험 - 지하 베트콩 사령부 중식:한  식

  지하 현장 체험 및 관광 석식:한  식

중식 (숯불 삼겹살 + 된장찌게 등 ) 후 호치민 귀환

호치민 노틀담성당,  중앙우체국, 시청등  시내관광

석식 후  호치민 공항으로 이동 호치민 쇼핑센타-노니샵,잡화

제6일 호치민 KE 682 0:05 호치민 출발 

인　천 7:00 인천 도착

                        <<<   감사합니다, >>>

*상기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