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

19

West Broadway, Vancouver, BC V5Y 1P1 ◊

연락처 : 밴쿠버 604. 876. 6646
이메일 :

웹사이트 :

북미 무료전화 1. 888. 876. 6646

hello@daihantravel.com ◊

www.daihantravel.com

한국 070. 8672. 6646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daihantravel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대한여행사

홍콩의 모든것 : 홍콩 현지 2박 3일 고급 패키지 투어!
가격표

$450 USD – 성인 1인 , 2 인 실 기 준

총 상품 가격

매 주 수 요일 – 4인이 상 수 시 출 발 가 능

출발일

출발

홍 콩 국제 공 항 도착 A 번 출 구

미팅 장소
최소 출발 인원

4명 이 상

• 1일차 공항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동반 어린이 할인은 별도 문의해주세요.
• 박람회 혹은 추석, 연말, 연초, 구정, 국경절 등 성수기에는 지상비 $30 USD /1인 인상이 됩니다.
• 6인이하 투어시 대중 교통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 1일차 석식 후 빅토리아 산정 관광을 합니다.

주의사항

• 추가 숙박이 가능하며, 호텔비는 실시간 변동 되오니 사전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아 지역은 호텔룸 사이즈가 작아서 3~4인실은 불가능합니다.
• 하단 투어일정은 현지도로 및 기후등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다소 변경 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분실,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일정의 변경 및 일부 취소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면책됨을 알려 드립니다.

패키지

전일정 전용 차량, 가이드, 호텔, 일정상 식사

포함내역

• 가이드+기사 팁 ($10 USD / 1일 / 1인), 식사팁 ($1 USD / 한끼 / 1인), 호텔팁

패키지
불포함사항

• 국제선 / 국내선 항공료
• 일정상 기재된 선택관광 비용 – 모든 선택관광 비용은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여행자 보험
• 기타 개인 경비

개인준비물

• 간편한복장, 잠바 (가끔 추울수도 있습니다), 운동화, 칫솔, 치약, 개인상비약, 카메라, 수영복등
• 여행자보험은 불포함입니다. 개별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표

일자

세부일정

식사 제공

1. 홍콩 국제공항 도착, A 번 출구에서 가이드 미팅
2. 점심식사후 다른 조인팀 대기 – 12시이후 도착시 점심식사 불포함 입니다.
3. 홍콩 시내로 이동후 홍콩 시내 관광
4. 미식가들이 많이 찾는 전통과 모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소호거리

아침식사: N/A

5.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1일차

6. 전통과 모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헐리우드로드 관광

점심식사: 한식

7. 저녁식사후 빅토리아 산정 홍콩 야경 감상 (차량이용)

저녁식사: 현지식

8. 선택관광: 나이트 투어 USD $30/1인 – 몽콕 야시장, 스타페리, 2층 버스
9. 호텔 체크인 및 휴식

호텔

일급 호텔 또는 동급

1. 호텔 조식 후 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2. 투어버스로 환승, 홍콩 최대 도교 사원 윙 타이신 사원 관광
3. 연인의 거리 및 쇼핑센타 방문 (3회)
4. 선택 관광: 중국 심천 당일 관광 USD $130/1인, 7-8 시간 소요

2일차

•

민속촌+소인국/민속쇼 1, 2부/중국식]

•

꼬마열차 USD $6/1인 / 발맛사지 USD $25/1인 (매너팁 별도)

아침식사: 호텔식
점심식사: 얌차식

5. 선택 관광: 마카오 당일 관광 USD $130/1인, 7-8 시간 소요
•

왕복페리 / 저녁식사 + 반나절 관광 - 세나도 광장, 성바오로 성당, 카지노

•

베네시안카지노 USD $10/1인, 윈 호텔분수쇼 USD $10/1인, 마카오타워 USD $25/1인

저녁식사: 불포함

6. 호텔 체크인 및 휴식

호텔

일급 호텔 또는 동급

1. 기상 후 호텔 조식, 호텔 체크아웃

아침식사: 호텔식

2. 홍콩 국제공항으로 이동
3일차

점심식사: N/A

3. 각지역으로 귀환

저녁식사: N/A
호텔

N/A

불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