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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님 여행 : 나트랑, 달랏, 무이네       *옵션 1 (달랏 2박)

여행자가 선택한 여행날짜 (5박7일)
  ▶담당가이드 한국인 가이드 추후 안내  

여행자가 선택한 추가선택 사항

일자 지역 이동수단 시간

1일차 한국

항공편

나트랑 (개별구매) 중: Pho Hong

석: Sailing Club 또는

Louisiana

점심식사 후 호텔 체크인

베트남 전통 마사지

저녁식사

호텔

2일차
나트랑 단독차량 7:00

조: 호텔식
점심식사 중: Leguda

달랏 석: Song May

>> 기차는 오후 2시, 오후 4시 출발 시간으로 두 번 운영 됩니다. (택 1 하여 진행)
린프억 사원
저녁식사 후 디저트 카페

호텔

3일차
달랏 단독차량 9:00

조: 호텔식
중: 죽림선원 내 식사
석: Ngon Gallery

점심식사
XQ 자수 박물관

호텔

4일차 아침식사

달랏 단독차량 8:00

무이네 이동 조: 호텔식

무이네 점심식사 중: Sinbad Kebab

판티엣 와인 성 방문 석: Mr. Crab (해산물)

저녁식사

호텔

호텔 휴식 & 자유시간

나트랑 ARIYANA CONDOTEL - HILL STUDIO                  

인천공항도착

나트랑행 비행기 탑승 

나트랑 공항 도착 후 기사님 & 가이드 미팅 (공항 외부 대기)

여행자님 성함으로 된 픽업보드를 들고 있는 가이드를 찾아주세요!

점심식사

아이리조트 머드온천 (+수영복, 갈아입을 옷)

  ▶여행자 & 여행명

  ▶일자 

  ▶추가사항

본 일정표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기본 일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보세요 ^^
★ 실제 일정표는 각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되어 출발일 전 안내됩니다 ★

상세일정 식사

달랏 LADALAT HOTEL - DELUXE

아침식사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가이드 분과 미리 미팅 시간을 정해보세요 ^^)
랑비앙 산 정상 투어
케이블카 타고 죽림선원 방문

아침식사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달랏으로 이동 (편도 약 4시간 소요)

다딴라 폭포 - 알파인 코스터 체험
달랏역 기차 투어 

호텔 체크인 후 자유일정

바오다이 황제의 별장, 바오다이 궁
저녁식사
호텔 휴식 & 자유시간
달랏 LADALAT HOTEL - DELUXE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호텔 휴식 & 자유시간
무이네 AMARYLLIS HOTEL - DELU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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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무이네 단독차량 4:30

사막 짚차투어로 즐기는 새벽 일출 감상 조: 호텔식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중: 한식

모래조각 공원 석: Chao Mao

피셔맨 박물관

점심식사

나트랑

저녁식사

호텔

6일차

나트랑 단독차량 12:30

조: 호텔식

중: Lanterns

석: Galangal

저녁식사

7일차 항공편

한국 (개별구매)

기본

숙소

교통

식사

관광

기타

항공 항공은 항공 비교 전문사이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는 편이 더 저렴합니다.    *항공구매 요청 가능 (발권 수수료 부과)

  * 개인 음료, 자유시간 경비 및 각종 매너팁 등 자율적인 부분은 불포함 입니다.

  * 베트남스토리는 전일정 노쇼핑, 노옵션으로 진행됩니다. 

공항으로 이동

인천행 비행기 탑승

아침식사 & 자유시간

(가이드 분과 미리 미팅 시간을 정해보세요 ^^)

점심식사

담 재래시장, 포나가르 사원, 롱선사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가이드 분과 미리 미팅 시간을 정해보세요 ^^)

나트랑 이동 (편도 약 4시간)

호텔 휴식 & 자유시간
나트랑 ARIYANA CONDOTEL - HILL STUDIO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씨클로 투어

불포함사항

인천 도착

베트남에서 즐거운 여행 하셨나요 *^^*

포함사항

1억원 상당 여행자 보험, 현지 한국어/영어 가이드

전일정 4성급 호텔 (나트랑 아리야나 콘도텔, 달랏 라달랏, 무이네 아마릴리스 - 디럭스 2인 1실)  *여행자 요청 호텔 변경 가능

전일정 단독차량 & 단독기사

호텔 조식 및 현지식                  *여행자 요청에 따라 식당 변경 가능

전일정 관광지 입장료 (나트랑 씨클로 및 마사지, 알파인코스터, 무이네 짚차 포함)

수하물택, 소소한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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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님 여행 : 나트랑, 달랏, 무이네       *옵션 2 (무이네 2박)
여행자가 선택한 여행날짜 (5박7일)

  ▶담당가이드 한국인 가이드 추후 안내  
여행자가 선택한 추가선택 사항

일자 지역 이동수단 시간

1일차 한국

항공편

나트랑 (개별구매) 중: Pho Hong

석: Sailing Club 또는

Louisiana

점심식사 후 호텔 체크인

베트남 전통 마사지

저녁식사

호텔

2일차

나트랑 단독차량 7:00

조: 호텔식

점심식사 중: Leguda

달랏 석: Song May

>> 기차는 오후 2시, 오후 4시 출발 시간으로 두 번 운영 됩니다. (택 1 하여 진행)

린프억 사원

저녁식사 후 디저트 카페

호텔

3일차 아침식사

달랏 단독차량 8:00

무이네 이동 조: 호텔식

무이네 점심식사 중: Sinbad Kebab

판티엣 와인 성 방문 석: Mr. Crab (해산물)

저녁식사

호텔

4일차

무이네 단독차량 12:30

조: 호텔식

점심식사 중: 한식

모래조각 공원 석: Chao Mao

피셔맨 박물관

저녁식사

호텔

상세일정 식사

인천공항도착

나트랑행 비행기 탑승 

나트랑 공항 도착 후 기사님 & 가이드 미팅 (공항 외부 대기)

여행자님 성함으로 된 픽업보드를 들고 있는 가이드를 찾아주세요!

  ▶여행자 & 여행명
  ▶일자 

  ▶추가사항

본 일정표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기본 일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보세요 ^^
★ 실제 일정표는 각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되어 출발일 전 안내됩니다 ★

달랏으로 이동 (편도 약 4시간 소요)

다딴라 폭포 - 알파인 코스터 체험

달랏역 기차 투어 

호텔 체크인 후 자유일정

달랏 LADALAT HOTEL - DELUXE

점심식사

아이리조트 머드온천 (+수영복, 갈아입을 옷)

호텔 휴식 & 자유시간

나트랑 ARIYANA CONDOTEL - HILL STUDIO                  

아침식사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호텔 휴식 & 자유시간

무이네 AMARYLLIS HOTEL - DELUXE

(가이드 분과 미리 미팅 시간을 정해보세요 ^^)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호텔 휴식 & 자유시간

무이네 AMARYLLIS HOTEL - DELUXE

아침식사 &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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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무이네 단독차량 4:30

사막 짚차투어로 즐기는 새벽 일출 감상 조: 호텔식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중: Hill's Burgeria 또는

점심식사 현지식

나트랑 석: Lang Ngon

저녁식사

호텔

6일차

나트랑 단독차량 12:30

조: 호텔식

중: Lanterns

석: Galangal

저녁식사

7일차 항공편

한국 (개별구매)

기본

숙소

교통

식사

관광

기타

항공 항공은 항공 비교 전문사이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는 편이 더 저렴합니다.    *항공구매 요청 가능 (발권 수수료 부과)

  * 개인 음료, 자유시간 경비 및 각종 매너팁 등 자율적인 부분은 불포함 입니다.

  * 베트남스토리는 전일정 노쇼핑, 노옵션으로 진행됩니다. 

아침식사 & 자유시간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불포함사항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가이드 분과 미리 미팅 시간을 정해보세요 ^^)

나트랑 이동 (편도 약 4시간)

호텔 휴식 & 자유시간

나트랑 ARIYANA CONDOTEL - HILL STUDIO                  

인천 도착

베트남에서 즐거운 여행 하셨나요 *^^*

포함사항

1억원 상당 여행자 보험, 현지 한국어/영어 가이드

전일정 4성급 호텔 (나트랑 아리야나 콘도텔, 달랏 라달랏, 무이네 아마릴리스 - 디럭스 2인 1실)  *여행자 요청 호텔 변경 가능

전일정 단독차량 & 단독기사

호텔 조식 및 현지식                  *여행자 요청에 따라 식당 변경 가능

전일정 관광지 입장료 (나트랑 씨클로 및 마사지, 알파인코스터, 무이네 짚차 포함)

수하물택, 소소한 기념품

(가이드 분과 미리 미팅 시간을 정해보세요 ^^)

점심식사

담 재래시장, 포나가르 사원, 롱선사

씨클로 투어

공항으로 이동

인천행 비행기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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