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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님 여행 : 호치민 + 구찌 알짜투어

여행자가 선택한 여행날짜 (2박3일)

  ▶담당가이드 한국어/영어 가이드 추후 안내  

여행자가 선택한 추가선택 사항

일자 지역 이동수단 시간

1일차 한국

항공편

호치민 (개별구매)

불포함

필요시 현장지불

석: Quan an Ngon

호텔

2일차 호치민

단독차량

조:호텔식

구찌 중:Bep Me In

석:Den Long

호텔

3일차 호치민

단독차량 조:호텔식

중:불포함

항공편

한국 (개별구매)

기본

숙소

교통

식사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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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불포함사항

공정 무역 초콜릿 카페에서 달달한 음료 한잔

호치민 시티투어 (전쟁박물관/대성당/중앙우체국/책거리)

베트남에서 즐거운 여행 하셨나요 *^^*

포함사항

1억원 상당 여행자 보험, 현지 한국어/영어 가이드

전일정 5성급 호텔 (호치민: 라벨라 사이공 -2인 1실)    *여행자 요청에 따라 호텔 변경 가능

전일정 단독차량 & 단독기사

호텔 조식 및 현지식                  *여행자 요청에 따라 식당 변경 가능

전일정 관광지 입장료 

자유시간

공항으로 이동

(항공 시간에 맞추어 3시간 전까지 넉넉하고 안전하게 샌딩해드립니다.

인천행 비행기 탑승

저녁식사

호텔 체크인 후 자유일정

호치민 라벨라 사이공 -  라벨라 럭셔리 디럭스 

아침식사 & 자유시간

인천 도착

아침식사 & 오전 자유시간

호치민 라벨라 사이공 -  라벨라 럭셔리 디럭스 

(가이드 분과 미리 미팅 시간을 정해보세요 ^^)

구찌로 이동 / 구찌터널 방문(편도 약2시간 소요)

베트남 전쟁 당시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구찌 마을 방문 투어

*시티투어 내 방문지는 가이드님과 현지에서 유연하게 조정가능합니다.

저녁식사

호텔 휴식 & 자유시간

상세일정 식사

 미팅 시간과 장소는 가이드님과 정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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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인천공항 도착 (비행 3시간 전 도착)

호치민행 비행기 탑승 

호치민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 호치민 공항에서 나와 9번 기둥을 찾아주세요!

      여행자님 성함으로 된 픽업보드를 들고 있는 가이드를 찾아주세요!

호치민 시티투어 (FINE ART MUSEUM/벤탄시장/통일궁)

*시티투어 내 방문지는 가이드님과 현지에서 유연하게 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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