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발일

•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 매주 - 일요일을 제외 - 매일 출발!

• 출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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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 캐나다 — 탑승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 해주세요!

• 7:40 AM 캐나다플레이스

• 8:30 AM 버나비 한남마트 앞 (로얄투어 앞)

• 8:50 AM 써리 쉐라톤 호텔

• 9:30 AM 랭리 쉘 주유소

성인 학생 ( 만 16 세 - 29 세 * ) 아동 ( 만 3 세 - 15 세 ) 소아 ( 만 2 세까지)

4인1실 $339 CAD $329 CAD $299 CAD

$170 CAD3인1실 $369 CAD $359 CAD $329 CAD

2인1실 $389 CAD $379 CAD $349 CAD

1인1실 $599 CAD $589 CAD $559 CAD

주의사항

• * 학생가격 적용대상: 만 20 세 - 29 세는 예약 시, 학생증 제시가 필수입니다. - 한국 및 외국 소재 대학 학생증 및 

밴쿠버 소재 ESL 학생증 가능

• 상기가격에는 선택관광 비용 및 가이드/기사/식당/호텔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단 패키지 포함/불포함 

사항을 참고 해주세요

• 캐나다 전 지역 호텔은 금연으로 객실을 포함한 실내에서 흡연시 $2,000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차량에는 커피, 음료 등 음식물들의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 현금, 현금카드, 이메일 트랜스퍼, 혹은 체크 결제시 상기 가격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시, 가격 4% 금액이 추가됩니다.

패키지 

포함내역
차량; 가이드; 호텔; 식사 (8식 - 1일차 및 2일차 저녁식사 제외); 국립공원 입장료

불포함사항

• 가이드+운전기사 팁 : 하루 $10/1인 X 4 = $40/1인 (만 24개월 이상 공통적용)

• 식사 팁 : 끼니당 $1/1인 X 8 = $8

• 호텔 팁 : 체류 밤당 $2/1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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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차 및 2일차 저녁식사

• 여행자보험

개인준비물
• 자켓 (방한방수가능), 세면도구 (치약,칫솔,비누,삼푸등), 카메라, 선글라스, 구급약 (소화제, 감기약등), 슬리퍼

• 여행자보험은 불포함입니다. 개별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부터 밴프까지 : 3박4일 여름 록키 고급 패키지 투어!

가격표

일정표

위치 : 19 West Broadway, Vancouver, BC V5Y 1P1 ◊ 웹사이트 : www.daihantravel.com
연락처 : 밴쿠버 604. 876. 6646 북미 무료전화 1. 888. 876. 6646 한국 070. 8672. 6646

이메일 : hello@daihantravel.com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daihantravel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대한여행사

일자 세부일정 식사 제공

1일차

1. 출발 미팅 장소 집결, 가이드 미팅 후 출발!

2. 브라이덜 폭포 (BRIDAL VEIL FALLS) 를 거쳐 골드러시의 마을, 호프에 도착

3. 점심식사

4. 코퀴할라 (COQUIHALLA) 하이웨이를 타고 목재와 인삼의 도시 캠룹스를 경유

5. 클리어워터, 블루리버를 지나 벨마운트 도착

6. 호텔 투숙 및 휴식

점심: 한식

저녁: 불포함 (자유식)

호텔 Rocky Inn Valemount or Valemount Vacation Inn 혹은 동급

2일차

1. 호텔 아침식사 후 호텔 출발

2. 캐나다 록키의 최고봉인 롭슨산을 조망하며

3. 록키의 진주인 재스퍼 국립공원의 Athabasca 폭포 관광

4.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관광 및 설상차 탑승 (선택관광)

5. 밴프 국립공원의 중심 마을, 밴프로 이동

6. 밴프 스프링스 호텔 및 보우 폭포 관광

7. 록키의 또 다른 명소 카나나스키스로 이동

8. 호텔 투숙 및 휴식

아침: 한식

점심: 도시락

저녁: 불포함 (자유식)

선택관광

• ICEFIELD 설상차 : C$70  / 1 인

• 해발 3750m 콜롬비아 빙원에서 흘러내린 아싸바스카 빙하를 직접 체험하며 약 만년전의 무공해 

팔각수를 볼수있는 캐나다 록키관광의 하이라이트 입니다.

호텔
Stoney Nakoda Resort & Casino or 
Days Inn by Wyndham Calgary Northwest 혹은 동급

3일차

1. 호텔 아침식사 후 호텔 출발

2. 록키산맥의 웅장함을 입체적으로 볼수있는 특별한 경험, 록키 헬기투어 (선택관광)

3. 장수마을로 유명한 캔모어로 이동

4. 알버타주 특산품점 방문 — 육포와 빙청은 가이드에게 사전 주문시 구매 가능합니다.

5. 레이크 루이스로 이동

6. 점심식사

7. 세계 10대 절경중 하나인 레이크 루이스 및 빅토리아 마운틴 관광

8. 레이크 루이스 곤돌라 탑승 (선택관광)

9. 요호 국립공원의 명승지 에메랄드 레이크 관광 후

10. 골든, 로저스 패스를 경유하여 동서횡단 철도의 마을 레벨스톡 도착

11.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 호텔식

점심: 현지식

저녁: 현지식

선택관광

• 록키 마운틴 헬기투어 : C$190 /1 인

• 헬기를 타고 높은산과 빙하, 그리고 폭포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모험을 즐기세요!

• 레이크루이스 곤돌라 : C$50  / 1 인

호텔
Three Valley Lake Chateau or Super 8 by Wyndham Revelstoke BC 
or Comfort Inn & Suites Kamloops 혹은 동급

4일차

1. 호텔 아침식사 후 호텔 출발

2. 캐나다 횡단 철도 완공 지점인 라스트 스파이크를 경유

3. 시카무스를 지나 슈슈왑 호수를 따라 BC주의 교통의 요충지 캠룹스 경유 호프 도착

4. 점심식사 후 밴쿠버로 이동

5. 지정 하차장소에서 하차

아침: 호텔식

점심: 한식 or 현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