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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님 여행 : 하노이 하롱베이 크루즈 3박4일

여행자가 선택한 여행날짜 (3박4일)

  ▶담당가이드 한국어/영어 가이드 추후 안내  

여행자가 선택한 추가선택 사항

일자 지역 이동수단 시간

1일차 한국

항공편

하노이 (개별구매) 중: SAHDU(채식부페)

석: Le club bar(특식) 

저녁식사 & 마루카페 & 오마모리 고급스파 60분

호텔

2일차 하노이

단독차량

조:  호텔식

중:  선상식

석:  선상식

하롱베이

호텔

3일차 하롱베이

조:  선상식

중:  선상식

석: NGON GARDEN 

단독차량

하노이

호텔

(일정 중 점심식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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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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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루즈 및 안전지침 소개

호텔 체크인 후 자유일정

Hyatt regency west hanoi (★★★★★)

아침식사 & 체크아웃

호텔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가이드 분과 미리 미팅 시간을 정해보세요 ^^)

하롱베이로 이동 (차량이동 약 3~4시간)

 - 현지 교통 상황에 따라 이동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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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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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식사

 - 다양한 동굴, 섬, 해변을 배경으로 멋진 풍경 감상

 - 쿠킹클래스 및 선셋 파티

 - 저녁식사 후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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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ella cruise (★★★★★) 

 - 태극권으로 시작하는 하루

 - 아름다운 하롱베이 전경을 바라보며 식사

 - 카약킹

 - 조식 뷔페

 - 항구 도착 및 크루즈 하선

하노이로 이동 (차량이동 약 3~4시간)

호안끼엠 전동차 투어 & 콩카페

저녁식사

호텔 휴식

Hyatt regency west han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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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하노이

단독차량 조:  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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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식사

자유일정 (기사님 & 가이드님 없음)

공항으로 이동 (기사님만 동행)

(비행기 탑승 3시간 전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인천행 비행기 탑승

인천 도착

불포함사항

베트남에서 즐거운 여행 하셨나요 *^^*

포함사항

1억원 상당 여행자 보험, 현지 한국어/영어 가이드

전일정 5성급 호텔&크루즈 (하노이 하야트 리젠시 웨스트 호텔 - 2인 1실
                                               하롱베이 카펠라 크루즈 -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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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스파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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