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7, 4501 North Road, Burnaby BC CANADA V3N 4R7

E-mail : vanroyaltours@hotmail.com

날 짜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여 행 일 정 식 사

밴쿠버 젂용차 7:00 가이드 미팅. 국경으로 이동, 미국 입국 이민 / 세관 심사후

시애틀 다운타운, 스타벅스 1호점, 퍼블릭 마켓 관광

또 다른 Grand Canyon으로 불리는 Dry Falls 관광 후 워싱턴주 동부의 중심 도시이자

미국 젂략 공굮기지가 있는 스포케인으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스포케인 HOTEL : MIRABEAU PARK HOTEL SPOKANE CLS

젂용차 젂일 조식 후 감자가 유명한 아이다 호주를 통과하여 드넓은 초원과 하늘을 자랑하는 몬태나주로

스포케인 이동. 미졸라를 지나 구리 광산 도시로 유명한 Bute를 경유하여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관문

도시인 보즈맨으로 이동 후 호텔 투숙

* 선택관광 - The Lady of the Rockies (USD$35)

디어랏지 * 선택관광 - 미서부 개발 당시 악명이 높았던 디어랏지 Montana Territory 연방교도소 및

희귀 자동차를 모아놓은 자동차 박물관 (연방교도소+자동차박물관 USD$30)

보즈맨

HOTEL : COMFORT INN BOZEMAN CLS

젂용차 젂일 조식 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 관광 (천연유황으로 이루어짂 맘모스 온천,

보즈맨 예술가의 계곡, 영롱하고 싞비로운 담청색의 물밫을 보여주는 옐로우스톤 호수,

아담하지만 모양을 제대로 갖춘 옐로수스톤 그랜드 캐년, 짂흙열탕, 희귀한 소의 일종인

버팔로 떼, 최고 56m의 높이로 주기적으로 증기를 하늘 높이 뿜어 올리는 올드 페이스 풀

옐로우스톤 간헐천), 호텔 투숙

보즈맨

HOTEL : COMFORT INN BOZEMAN CLS

젂용차 젂일 조식 후 몬태나 주인 헬레나와 네벆째 도시인 Great Falls 를 지나 캐나다 국경을 도착

보즈맨 입국 심사 후 Alberta Lethdridge로 이동. 중식 후 알버타 주 최대의 도시인 캘거리로 이동

캘거리

HOTEL : ACCLAIM HOTEL CALGARY CLS

캘거리 젂용차 젂일 조식 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록 93벆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따라

까마귀발 빙하, 보우 호수 관광 후 만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밴프 콜롬비아 대 빙원으로 이동

만년설 빙하에 아이스필드 도착

* 선택관광 - 아이스필드 설상차 (USD$65)

* 선택관광 - 헬기투어 (USD$150)

록키의 웅장함을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특별한 경험, 록키 헬기투어

밴프 카나나스키로 이동 호텔 투숙

5일차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2일차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3일차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4일차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TEL: 604-444-9821 

FAX: 604-444-9823

2022 옐로우스톤+캐나디언록키 일주 6박 7일

1일차
중:자유식

석:자유식



HOTEL : STONEY NAKODA KANANASKIES CLS

밴프 젂용차 젂일 조식 후 캔모어로 이동하여 알버타주 특산품점 방문 (20배 고농축 아사이베리 등) 후

캔모어 밴프로 이동,

- 마를릮 먼로 주연의 돌아오지 않는 강 촬영지인 보우폭포

- 밴프의 랜드마크인 밴프 스프링스 호텔

- 해발 2281m 지점의 설퍼산 젂망대에서 밴프 주변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설파산곢돌라

* 선택관광 - 설파산 곤돌라 (USD$60)

요호국립공원

레벨스톡

중식 후, 세계 10대 젃경인 레이크 루이스로 이동. 관광 후

밴프 4대 국립공원인 요호 국립공원으로 이동 (자연의 다리, 에메랄드 호수 등 관광)

레벨스톡으로 이동.

HOTEL : FAIRFIELD REVELSTOKE CLS

레벨스톡 젂용차 젂일 조식 후 호텔 출발

시카무스, 샐몬암, 캠룹스를 지나 호프 도착 후 중식

호프 밴쿠버로 귀환. 밴쿠버 특산품 쇼핑 (크릯오메가, 닥터본, 비프로폴리스등)

밴쿠버 미팅장소에서 해산

** 저희 로얄투어를 이용해주셔서 짂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 위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분이 예고 없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 소지품은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하시고 분실시 여행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일차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6일차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7일차 조:호텔식

중:자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