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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NAMETOUR NAMETOUR NAMETOUR NAME    베트남베트남베트남베트남    남북부남북부남북부남북부    4444박박박박    5555일일일일    ((((매주매주매주매주    수수수수요일요일요일요일))))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 베트남 하노이 공항 도착 후 짐찾는 곳에서 가이드 미팅  

◆ 하노이 (HAN) IN & 호치민 (SGN) OUT  

◆ 호텔 : 2인 1실 기준  

◆ 독방 사용료: $ 40 -박당 기준 (TOTAL $160)  

◆ 비자: 미국 시민권자는 베트남 비자 필요, 영주권자는 무비자 입국 가능    

포함포함포함포함    ////    불포함불포함불포함불포함    사항사항사항사항    

◆ 포함: 호텔, 식사, 관광, 현지 국내선 항공, 한국어 가이드 등 

◆ 불포함 : 가이드팁 ($10 /일 – CHILD도 같이 적용/INF 제외), 선택관광 비용, 여행자 보험 

         현지 식당에서의 생수, 현지 공항세 등 

 

일자일자일자일자    지역지역지역지역    교통교통교통교통    시간시간시간시간    여행일정여행일정여행일정여행일정    식식식식    사사사사    

제 1 일 인  천 

하노이 

하롱베이 

OZ 733 

 

7:35P 

10:35P 

인천 국제공항 출발  

하노이 도착 후 가이드 미팅후 하롱베이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VAN HAI HOTEL OR SIMILAR 

제 2 일 하롱베이 

하노이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세계 3 대 절경으로 불리우는 크고 작은섬에 피어난 기암괴석의 진수로 

자연의 신비인 3 천여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진 하롱베이 유람, 

선상해물 중식 * 옵션 (하롱베이 다금바리 회 $30) 

후 하노이로 귀환 

수중인형극 (OR 시클로 탑승) 관람 

석식 후 호텔투숙 

B: 호텔식 

L: 선상식 

D: 한정식 

HOTEL: CONG DOAN HOTEL OR SIMILAR 

제 3 일 하노이 

호치민 

전용차량 

VN225 

 

3:00P 

4:00P 

호텔 조식 후 하노이 시내관광 

호치민 영묘, 한기둥 사원, 문묘 등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 하노이 출발 

호치민 도착, 가이드 미팅 후 

간단한 시내관광 – 노틀담 성당, 중앙 우체국 등 

석식후 호텔 투숙 

B: 호텔식 

L: 한정식 

D: 현지식 

HOTEL: RIVERSIDE HOTEL OR SIMILAR 

제4일 호치민 

미  토 

호치민 

전용차량 전 일 조식후 미토 향발 

유니콘 섬의 각종 열대과일 시식 및 미니보트로 섬 일주 

해물 중식 후 호치민 귀환, 간단한 시내관광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B: 호텔식 

L: 현지식 

D: 한정식 

HOTEL: RIVERSIDE HOTEL OR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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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일 호치민 

구  찌 

호치민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구찌 향발 

전 월맹군 지하 총 사령부인 구찌터널을 방문하여 베트남 전쟁 당시 

생생한 현장 체험 후 중식, 호치민 귀환 후 선착장으로 이동 

사이공 강에서 펼쳐지는 디너크루즈 탑승 후 

공항으로 이동 

B: 호텔식 

L: 한정식 

D: 선상식 

제 6 일 인  천 OZ 732 1:00A 

8:00A 

호치민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