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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님 여행 : 베트남 여행 하다 (하노이+다낭 4박6일)

여행자가 선택한 여행날짜 (4박6일)
  ▶담당가이드 한국어/영어 가이드 추후 안내  

여행자가 선택한 추가선택 사항

일자 지역 이동수단 시간

1일차 한국

항공편

하노이 (개별구매) 중:  현지식

석:  KOTO

저녁식사

호텔

2일차 하노이

조:  호텔식

중:  선상식

석:  선상식

하롱베이

호텔

상세일정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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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지 교통 상황에 따라 이동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도착

하노이행 비행기 탑승 

하노이 공항 도착 후 기사님 & 가이드 미팅
>> 입국장에서 나가셔서 A2게이트, 12번 기둥을 찾아주세요!
여행자님 성함으로 된 픽업보드를 들고 있는 가이드를 찾아주세요!

하노이 시티투어

(일정 중 점심식사를 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자유일정

Hanoi MK botipue hotel (★★★★) 디럭스룸

아침 식사 & 체크아웃

호텔 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하롱베이로 이동 (차량이동 약 3~4시간)

*하롱베이 이동 중 현지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휴게소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쇼핑을 강요하지는 않으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롱베이 도착 & 크루즈 탑승

[크루즈 프로그램 진행]

 - 크루즈 및 안전지침 소개

 - 점심식사

 - 다양한 동굴, 섬, 해변을 배경으로 멋진 풍경 감상

A-class legend cruise (★★★★) 디럭스룸

 - 쿠킹클래스 및 선셋 파티

 - 저녁식사 후 자유시간

(크루즈마다 프로그램은 상이합니다.
모든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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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하롱베이

조:  선상식
중:  선상식
석:  Happy heart café

단독차량
하노이

다낭

저녁식사
호이안 호이안 호텔로 이동하여 호텔 체크인 및 휴식

호텔

4일차

단독차량 13:00

호이안 조: 호텔식

중:  Orivy

석: The chef hoian

호텔

5일차

8:00

조: 호텔식

바나힐 단독차량 중: Banahill lunch

석: Thung Phi BBQ

다낭

6일차 (개별구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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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낭 시티투어 (오행산, 다낭대성당, 린응사 등)

저녁식사

 - 카약킹

 - 태극권으로 시작하는 하루
 - 아름다운 하롱베이 전경을 바라보며 식사

호이안에서 맛있는 점심식사

 - 조식 뷔페
 - 항구 도착 및 크루즈 하선
(크루즈마다 프로그램은 상이합니다.
모든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낭 공항 도착 후 기사님 & 가이드 미팅
>> 입국장 바로 오른편 STAR CAFÉ 를 찾아주세요!!

여행자님 성함으로 된 픽업보드를 들고 있는 가이드를 찾아주세요!

아침식사 & 자유시간

Hoian La senta hotel (★★★★) 슈페리어룸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가이드 분과 미리 미팅 시간을 정해보세요 ^^)

하노이 공항으로 이동 (차량이동 약 3시간)
다낭행 비행기 탑승

*하노이 여행을 책임져준 가이드/기사님과 작별인사 후, 다낭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각 지역의 설명을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 하노이와 다낭 각각 지역 가이드님으로 진행됩니다.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호이안 올드타운 투어

씨클로 체험 후 바구니보트 탑승

저녁식사

투본강에서 소원초 띄우기

랜턴 만들기 체험

호텔 휴식 & 자유시간

Hoian La senta hotel (★★★★) 슈페리어룸

아침식사

베트남에서 즐거운 여행 하셨나요 *^^*

(가이드 분과 미리 미팅 시간을 정해보세요 ^^)

케이블 카를 타고 올라가는 바나힐 투어 (바나힐 자유시간)

점심식사

*여행자의 비행시간과 요청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콩카페에서 코코넛 스무디 한 잔

공항으로 이동

인천행 비행기 탑승

인천 도착

불포함사항

포함사항

1억원 상당 여행자 보험, 현지 한국어/영어 가이드
전일정 4성급 호텔&크루즈 (하노이 MK프리미어 부티크 호텔 - 디럭스룸 2인 1실
                                               하롱베이 에이클래스 레전드 크루즈 - 디럭스룸 2인 1실
                                               호이안 La senta - 슈페리어룸  2인 1실)                                              *여행자 요청에 따라 호텔 변경
가능
전일정 단독차량 & 단독기사

호텔 조식 및 현지식                                                                                                                  *여행자 요청에 따라 식당 변경 가능

일정 내 포함되어 있는 관광지 입장료

수하물택, 소소한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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