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

19

West Broadway, Vancouver, BC V5Y 1P1 ◊

연락처 : 밴쿠버 604. 876. 6646
이메일 :

웹사이트 :

북미 무료전화 1. 800. 876. 6646

hello@daihantravel.com ◊

www.daihantravel.com

한국 070. 8672. 6646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daihantravel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대한여행사

토론토에서 퀘벡, & 나이아가라 까지 : 4박5일 정통 캐나다 동부 일주!
가격표

성인

학생 ( 만 16 세 - 29 세 )

4인1실

$739 CAD

3인1실

$759 CAD

2인1실

$779 CAD

1인1실

$1369 CAD

소아 ( 만 2 세까지)

아주 잘 짜여진 캐나다 동부 일주 여정 –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얼, 퀘백, & 나이아가라 등; 퀘벡과 몬트리얼 다운타운

주요
투어 코스

초특급 호텔 숙박으로 저녁시간을 도시 자유관광으로 즐기실수 있습니다.

패키지

전일정 전용 차량; 가이드; 호텔; 식사

포함내역

[손님 거주지역 - 토론토] 왕복 항공권 : 저희 대한여행사로 문의 주시면 최저가로 항공권을 예약 해드립니다!

•

• 가이드 + 기사 팁 (C$10/1일/1인

불포함사항

아동 ( 만 3 세 - 15 세 )

X

5일)

• 호텔 + 식당 팁 (C$17/1인)
• 선택관광 비용 : 모든 선택관광 비용은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여행자보험

개인준비물

• 칫솔, 치약, 개인 비상약, 우산, 카메라, 간식, 실내슬리퍼 등
• 여행자보험은 불포함입니다. 개별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 투어 일정은 현지 사정, 천재지변, & 불가항력으로 의해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인 과실에 의한 소지품 분실 및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중품 및 현금 등의 분실
사고와 개인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항공편을 이용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 반드시 eTA를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

합니다. eTA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곳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읽어 보실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경우 저희
대한여행사로 전화 혹은 카톡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

상기 가격에는 선택관광 비용 및 가이드/기사/식당/호텔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단 패키지 포함/불포함
사항을 참고 해주세요.

•

본 투어 예약취소/환불에 관한 규정은 이곳을 클릭하여 저희 대한여행사 여행상품 진행약관을 참조해주세요.

일정표

• 5월 : 매주 월요일 & 목요일 출발!
• 6월 : 매주 일요일, 월요일, & 목요일 출발!
• 2018년 6월 추가 출발일 : 15일(금), 22일(금), & 29일(금)
• 7월-8월 : 매주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 금요일 출발!

출발일

• 9월 : 매주 일요일, 월요일, & 목요일 출발!
• 2018년 9월 추가 출발일 : 14일(금), 21일(금), 22일(토), 26일(수), & 28일(금)
• 10월 : 매주 월요일 & 목요일 출발!
• 2018년 10월 추가 출발일 : 2일(화), 3일(수), 5일(금), 7일(일), 12일(금), & 14일(일)
• 출발일 & 출발 미팅장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화 및 카톡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출발일 및 하단 투어 일정은 현지 도로 및 기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출발
미팅 장소

• 현지시간 오후 2시반 :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터미널1번 국내선출 구 팀홀튼 앞 또는 터미널3번 1층 B게이트 출 구 앞
• 현지시간 오후 3시반 : 토론토 다운타운 신시청 앞

일자

세부일정

식사 제공

1. 출발 미팅 장소 (상단 출발 미팅장소 섹션 확인) 집결, 가이드 미팅 후 출발
2. 캐나다 최대 도시이며 경제, 금융의 중심지, 토론토 관광
3. 온타리오 주의 주도인 토론토 주의사당 방문
4. 19세기 양조장을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디스틀러리 디스트릭스 방문
5. 캐나다 3대 명문 대학인 토론토 대학 관광
6. 토론토 신/구청사 관광
7. 조형물 TORONTO앞에서 사진촬영
1일차

8. 캐나다 최대의 종착역이었던 유니온 스테이션의 라운드하우스 파크 방문

저녁식사

9. 캐나다 유일의 메이저리그팀인 블루제이스의 홈 스타디움 방문
10. 저녁식사 및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선택관광

•

CN타워 : C$40/1인 ( TAX 포함)

•

CN 타워는 553미터 높이인 세계 3위의 송출탑 입니다.

Radisson Suite Hotel Toronto Airport 혹은 동급

호텔

1. 아침식사 후 호텔 출발
2. 킹스턴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
3. 캐나다 연방 수도인 오타와로 이동
4. 캐나다 연방 수도의 위엄을 자랑하는 의회 연방의사당
5.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연방 총독의 관저, 리도홀 관광

아침식사

6. 리도홀 경유하여 퀘백주 문화와 역사의 도시인 몬트리얼로 이동
2일차

7. 저녁식사 및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점심식사
저녁식사

•

선택관광

천섬 (1000 ISLANDS) 유람선 탑승 : C$30/1인 ( TAX 포함) 4월-10월 운행

• 캐나다 10대 관광지인 세인트 로렌스 강위의 아름다운 섬과 별장지대 관광
• 날씨에 따라 운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yatt Regency Montreal 혹은 동급

호텔

1. 아침식사 후 호텔 출발
2. 기적의 성당 몬트리얼 성요셉 성당 관광
3. 퀘벡으로 이동후 점심식사 - 퀘벡 최고급 양식 뷔페
4. 점심식사 후 나이아가라 폭포 1.5배(83m) 높이의 퀘벡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몽로렌시 폭포 관광
5. UNESCO지정 세계 문화 유산도시이자 퀘벡 관광의 상징인 올드퀘백 관광
6. 올드퀘백시 Upper Town :

3일차

•

올드퀘백시 Upper Town의 중심지 다름 광장 (Place d’Armes) 관광

•

역사와 숨결이 느껴지는 샤토 프롱트낙 호텔 (Chateau Frontenac) 관광

•

세인트 로렌스 강의 전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더프린 테라스 ( Terrasse Dufferin) 관광

•

화가들의 명화를 감상 할 수 있는 화가의 거리 (Rue du Tresor) 관광

•

웅장하고 화려한 금빛장식으로 유명한 북미 최초의 성당, 몬트리올 노트르담 대성당 (Notre-Dame

아침식사
점심식사

Basilica of Montreal) 관광
7. 올드퀘백시 Lower Town :
•

옛 인디언들의 물물 교역 장소이며, 퀘벡의 발상지인 로얄 광장 관광

•

북미 최초의 석조 교회인 승리의 노트르담 교회 (Eglise Notre Dame des Victoires) 관광

•

북미 최초의 상가거리이며 퀘벡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쁘띠 샹플랭 거리 (Rue du Petit-Champlain)
관광

저녁: 자유식

8. 호텔 체크인 후 올드퀘벡 야경을 즐길수 있는 자유시간
9.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Hilton Quebec 혹은 동급

1. 아침식사 후 호텔을 출발하여 몬트리얼로 이동
2. 몬트리얼로 관광 - 350년 역사가 깃든 몬트리얼 구시가지 및 자끄 까르띠에 광장 (Place Jacques Cartier)
4일차

3. 몬트리얼에서 점심식사 후 토론토 로 이동

아침식사
점심식사

4. 저녁식사 및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저녁식사
호텔

Radisson Suite Hotel Toronto Airport 혹은 동급

1. 아침식사 후 호텔을 출발하여 나이아가라 폭포 로 이동
2. 나이아가라 폭포 도착 - 테이블 락 (Table Rock) 전망대로 이동하여 웅장한 폭포 감상
3. 점심식사 후 나이아가라 주변 관광 - 소용돌이 계곡, 수력 발전소, 꽃시계, 작은 교회, 온더레이크 등
4. 3대 와이너리 중 하나인 필리터리 에스테이트 (Pillitteri Estate) 방문 -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
아이스와인 시음
5. 토론토 로 이동
6. 토론토에서 지정 장소에서 하차 혹은 토론토 공항 도착 해산
아침식사
5일차
점심식사
•

혼블로워 크루즈에서 폭포 감상: C$40/1인 ( TAX 포함) 4월-11월

•

IMAX + Skylon Tower 전망대: C$50/1인 ( TAX 포함)

•

Skylon Tower 전망대 + 점심 특식: C$70/1인 ( TAX 포함)

•

IMAX + Skylon Tower 전망대 + 점심 특식: C$100/1인 ( TAX 포함)

•

제트 보트: C$130/1인 ( TAX 포함) 4월-10월

•

헬기투어: C$150/1인 ( TAX 포함)

선택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