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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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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제도의 낭만 : 4박5일 하와이 고급 패키지 투어!
가격표

호텔

성인

학생 ( 만 16 세 - 29 세 )

Coconut Waikiki Hotel

아동 ( 만 3 세 - 15 세 )

소아 ( 만 2 세까지)

$550 US 부터

Waikiki Resort Hotel

$620 US 부터

2인1실

Hyatt Place Waikiki Beach

$675 US 부터

• 1인1실 패키지 투어 가격에 관해서는 저희 대한여행사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위에 명시된 호텔들 및 투어금액들 이외, 더 다양하고 많은 호텔들 및 투어요금들이 준비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할인 요금도, 선택하시는 호텔에 따라 가능하니, 본 투어 상담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원하시는 출발일에 따라 호텔금액이 바뀔수 있으므로 문의 주시면 정확한 가격을 알려 드립니다.
• 컨벤션기간, 연방공휴일, & 성수기 기간 등에는 호텔이 패키지 투어 프로모션 금액을 클로즈 하여 전체 패키지 금액이 인상될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출발일에 따라 저희 대한여행사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상담 해드립니다.

호놀룰루와 오아후섬 등을 여유롭게 투어하는 아주 잘 짜여진 여정 – 호놀룰루, 이올라니 궁전, 주정부청사;

주요
투어 코스

오아후섬, 카피올라니 공원,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 하나우마베이 전망대, 샌디비치, & 마카푸 포인트 등

패키지 포함내역

전일정 전용 차량; 가이드; 호텔; 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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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드 + 기사 팁 (US$10/1일/1인

X

5일)

• 호놀룰루 공항 도착 항공시간이 밤 9시 이후인 경우 공항픽업이 발생됩니다. - US$20/1인

불포함사항

• 공항-호텔 구간 이민가방류의 짐 운반시 짐 하나당 편도에 US$5이 추가 됩니다. - 담당 가이드에게

현장에서 지불
• 선택관광 비용 : 모든 선택관광 비용은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여행자보험

• 칫솔, 치약, 개인 비상약, 우산, 카메라, 간식, 실내슬리퍼 등

개인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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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 이상 수시 출발

기본
출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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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놀룰루 국제공항 :

세부 미팅 장소는 투어 예약시에 개별 통지 해드립니다.

일자

세부일정

식사 제공

1. 손님 거주지역에서 항공편으로 호놀룰루 국제공항에 도착
2. 도착 후 공항에서 담당 가이드와 미팅
3. 공항-호텔 구간 이민가방류의 짐 운반시 짐 하나당 편도에 US$5이 추가 됩니다. - 담당 가이드에게
현장에서 지불
1일차

4. 호놀룰루 시내관광 - 펀치볼 전망대, 이올라니 궁전, 주정부 청사, & 카메하메하 동상 등; 호놀룰루 도착일
항공 도착시간이 오후 3시 이후인 경우 시내관광이 생략됩니다.

저녁: 한식

5. 호텔로 이동후 체크인
6. 저녁식사 그리고 자유시간

호텔

고객 선정 호텔

1. 아침식사 후 가이드 미팅
2. 오아후 섬 일주
•

1월, 2월, 7월, & 8월 : 월요일-토요일 주6일 운영 (일요일 휴무)

•

3-6월 & 9-12월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 토요일 주4일 운영 (화요일, 목요일, & 일요일 휴무)

•

카피올라니 공원,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 카할라 주택지역, 코코헤드, 한국지도 마을, 하나우마 베이 전망대
(화요일 제외), 블로우홀, 샌디비치, 마카푸 포인트, & 중국인 모자섬 등

3. 오아후섬의 북단 라이에 지역을 지나서 노스쇼어 지역으로 이동

아침: 호텔식

4. 돌 플렌테이션 농장 관광 후 호놀룰루 귀환
5. 저녁식사 후 호텔로 이동

점심: 뷔페

2일차

- 현지직불

•

선택관광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방문 + 관광 : 입장료 성인 US$50/1인; 아동 US$30/1인 ( TAX 포함)

저녁: 한식

•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입장후 문화센터 내에서 점심식사
• 폴리네시안의 전통이 살아 있는 7빌리지 관광 및 쇼관람

• 2일차 섬일주 휴무인 경우 - 상단 오아후 섬일주 일정 참조 - 다른 요일과 일정 순서 변경 됩니다.

주의사항

호텔

• 전통 오아후 섬일주를 불참하시는 분들은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점심식사 개별구입

•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입장료에는 점심식사 가격이 불포함 되어 있습니다. -

점심식사 개별구입

고객 선정 호텔

아침: 호텔식
아침식사 후 전일 자유일정
3일차

점심: 불포함
저녁: 한식
호텔

고객 선정 호텔

아침: 호텔식
아침식사 후 전일 자유일정
4일차

점심: 불포함
저녁: 한식
호텔

고객 선정 호텔

1. 아침식사 후 호텔 체크아웃
2. 가이드 미팅 후 공항으로 이동
3. 국제선 탑승수속 후 호놀룰루 출발
아침: 호텔식

5일차

주의사항

공항-호텔 구간 이민가방류의 짐 운반시 짐 하나당 편도에 US$5이 추가 됩니다. - 담당
가이드에게 현장에서 지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