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여 행 일 정 식사
밴쿠버 전용차량 전일 지정 탑승장소에서 탑승 및 가이드 미팅

밴쿠버 다운타운 관광

             ▲ 개스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스탠리 파크
☞선택관광: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70 (택스 포함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FOUR POINTS BY SHERATON SURREY HOTEL CLS

밴쿠버 전용차량 조식 후 호텔 출발
메릿 브라이덜 폭포(BRIDAL VEIL FALLS)를 거쳐 골드러시의 마을, 호프를 거쳐
캠룹스 코퀴할라(COQUIHALLA) 하이웨이를 타고 메릿도착 중식 후

목재와 인삼의 도시 캠룹스를 경유
호반도시 샐몬암을 거쳐 캐나다 횡단 철도 완공지점인 라스트 스파이크 관광

레벨스톡 레벨스톡 국립공원의 중심마을, 레벨스톡 또는 샐몬암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RAMADA HOTEL REVELSTOKE CLS

레벨스톡 전용차량 전일 조식 후 호텔 출발
동서 횡단 철도의 최고 난공사 구간이자 글래이셔 국립공원의 중심, 로저스 패스를 경유

요호국립공원 요호 국립공원의 명승지 에메랄드 레이크 관광 후
밴프 국립공원의 레이크 루이스 빌리지로 이동
중식 후 세계 10대 절경중 하나인 레이크루이스, 빅토리아 마운틴 관광후 
                밴프                      밴프 스프링스 호텔               레이크루이스

레이크루이스

밴프 국립공원의 중심 마을 밴프 빌리지로 이동, 밴프 스프링스 호텔 및 보우폭포 관광
밴프 밴프 시내에서 자유시간 및 자유식 진행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ELK+AVENUE HOTEL CLS

밴프 전용차량 전일 조식 후 호텔 출발
록키의 웅장함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 록키 헬기투어 (선택관광)
☞선택관광:  록키 헬기투어 $180/1인

캔모어 장수마을로 유명한 캔모어로 이동 알버타주 특산품점 방문
밴프로 이동, 록키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설파산 곤돌라 탑승
☞선택관광:  곤돌라 $75/성인, $50/아동 (만6세~15세)

중식 후 요호 국립공원의 명승지 에메랄드 레이크 관광 후
(폭설로 인하여 진입이 어려운 경우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레벨스톡 골든을 지나 로져스패스를 경유하여 동서횡단 철도의 마을 레벨스톡 또는 샐몬암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RAMADA HOTEL REVELSTOKE 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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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자유식
석:자유식

2023 프리미엄 글레이셔 밴쿠버+록키 4박5일 일정표 (밴프 숙박)- 5월 월, 금 출발/ 6월부터 금 출발

조:현지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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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텔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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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레벨스톡 전용차량 전일 조식 후 호텔출발
시카무스를 지나 슈슈왑 호수를 따라 BC주의 교통의 요충지 캠룹스 경유

메릿 메릿 도착 중식 후 밴쿠버로 이동
밴쿠버 지정 하차장소에서 하차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일정 상 숙박 지역 및 호텔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현지의 도로 및 기후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 과실에 의한 소지품 분실 및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정 중 요호 국립공원 공사로 인하여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쿠트니 국립공원 스필리마친 등의 뷰포인트로 관광이 대체됩니다. 
★밀플랜 추가가 가능하며, 밀플랜 신청시 1인당 전 일정 $130 가 추가됩니다. (3일차 석식은 일정상 밀플랜에서 제외됩니다.)
◎준비물 : 치약, 칫솔, 선글라스, 모자, 수영복, 카메라, 개인 상비약 등
◎포함 사항 : 호텔, 차량, 국립공원 입장료
◎불포함 사항 : 식사, 가이드 경비, 운전사 경비, 호텔 포터 비용, 식당 봉사자 팁, 선택 관광
◎캐나다에서 팁(TIP)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팁을 지불해 주세요
- 식사팁 $2/끼/1인- 호텔 팁 $2/박/1방
- 전 일정 관광 가이드와 운전기사 : 손님 1인당 하루에 $15씩(예:$15 X 5일 = $75)
**탑승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 전 지역 호텔은 금연으로 객실을 포함한 실내에서 흡연시 $2,000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는 커피, 음료 등등, 음식물들의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조:호텔식
중: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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