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동계] 록키/밴쿠버시내관광 4박 5일 (월,수,금)
포함 사항

차량, 가이드, 식사, 호텔, 국립공원 입장료, 공항 픽업 및 샌딩, 식사 (12끼 - 4일차 점심제외)

불포함사항

가이드+운전기사팁 하루 $10X5=$50 (만 3세이상 공통적용), 식사팁 끼니당 $1X12=$12, 호텔팁 박당 1~2불씩, 선택관광 (모든 선택관광은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식사 (1끼 - 4일차 점심), 여행자보험

준비물

기타

칫솔, 치약, 면도기, 헤어린스, 방한/방풍용 겉옷, 모자, 수영복, 사진기, 썬그라스, 상비약 등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도로사정, 날씨 등)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중품 및 현금 등의 분실사고와 개인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품 분실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어떠한 도움도 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분실,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일정의 변경 및 일부 취소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면책됨을 알려드립니다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제1일

각지역

전용차량

전일

벤쿠버

주요일정

식사

각 지역 출발

[중] O

벤쿠버 공항 및 미팅장소에서 가이드와 미팅 및 중식

[석] O

차이나타운으로 이동, 밴쿠버의 민속촌 게스타운, 2010 동계올림픽의 캐나다 플레이스 관광 후 120만평의 웅장한 원
시림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보고인 스탠리 공원 관광
▶차이나타운: 샌프란시스코, 뉴욕 다음으로 북미에서 세번째,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가장 큰 규모. 붉은색의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중화문은 차이나타운의 상징

다운타운

▶게스타운: 1867년 선박의 선장이었던 존 게시잭 다이튼은 원주민 부인과 함께 지금의 게스타운 지역에 들어와 밴
쿠버시의 발상지 역할을 했던 마을을 세웠다. 차츰 마을이 커졌으며 사람들은 그곳 지명을 그의 이름을 본 따
“Gassy’s Town”이라고 불렀고, 이후에 “Gastown” 으로 불리게 되었다. 게스타운은 벽돌로 포장된 특이한 거리, 캐
나다 유일의 증기시계, 고풍스런 가스등, 멋들어진 상점, 다양한 선물가게, 아트 갤러리, 재즈 클럽, 분위기 좋은 레스
토랑 등이 들어서 있어 특이한 분위기 덕으로 많은 영화가 촬영되었다.
▶캐나다 플레이스: 범선 모양의 웅장한 건물로 1986년 엑스포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래 밴쿠버를 대표하는 상징물
로 자리 잡았다. 화창한 날엔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버라드만, 스탠리파크, 바다 건너 노스 밴쿠버 일대의 아름다운 풍
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로도 유명하다. 뱃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 26개의 이름과 거리
가 새겨진 이정표가 있으며 건물 양쪽엔 알래스카행 호화유람선이 정박하는 부두가 만들어져 있어 아침 저녁으로 거
대한 유람선이 드나드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스탠리 파크: 공식 개장한 때는 1889년이며 캐나다를 지배하던 영국 정부가 원래 원주민 소유였던 이 땅을 원주민
으로부터 영구 임대해 공원으로 조성, 당시 캐나다 총독이었던 스탠리의 이름을 따 스탠리파크라고 명명했다. 면적
400만 평방미터로 울창한 원시림과 크고 작은 정원, 잔디밭, 해변 등이 두루 어울려 멋진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적 명소의 하나로 밴쿠버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Hotel: BEST WESTERN PLUS COUNTRY MEADOWS INN or same class
제2일

벤쿠버

전용차량

전일

호프

호텔 픽업 후 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중의 하나이며 길이 약 1,500km, 너비 약 80km인 캐나다 록키산맥을 향해
출발

[조] O

Gold Rush의 거점 도시였던 호프에서 중식

[중] O

BC주 남동 중심을 가로지르는 코키할라 하이웨이를 따라 준 사막지역인 메릿 또는 목재의 도시이자 내륙 교통의 중
심지인 캠룹스 경유

[석] O

BC 남부 내륙의 Shuswap Lake가 감싸고 있는 호반의 도시 새먼암,
시카무스 경유, 대륙 횡단 철도의 주요 정차도시인 레벨스톡 경유

레벨스톡

대륙 횡단 철도의 최대 난공사 지역이었던 레벨스톡으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Comfort Inn Salmorn Arm or same class
제3일

레벨스톡

전용차량

전일

조식 후 호텔 출발

[조] O

▶아름다운 절경의 록키 관광(보우강의 근원지인 보우호수)

[중] O

★선택관광: Icefield 설상차 탑승 (C$60-성인: 만 16세 이상) (C$33-어린이: 만 6세~15세)★
: 해발 3750M 콜롬비아 빙원에서 흘러내린 아싸바스카 빙하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로키
관광의 하이라이트이다. 4번의 빙하기를 거쳐 형성된 아싸바스카 빙하는 총 길이 6KM와
넓이 1KM의 거대한 얼음조각으로 이곳에서 약 만년 전의 무공해 팔각수를 마셔볼 수 있다.

[석] O

루이스호수

▶세계 10대 절경 중 하나인 루이스 호수(Lake Louise)로 이동, 세계적으로 유명한
Fairmont 계열의 레이크 루이스 호텔 등 주변관광 후 2002년 6월 세계 G8 정상회담

캐나나스키

장소이자 4계절 종합 휴양지인 캐나나스키로 이동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Delta Lodge at Kananaskis or Calgary Ramada Hotel or other hotels

제4일

캐나나스키

전용차량

전일

조식 후 호텔 출발

[조] O

▶캐나다 첫 국립공원의 중심 도시인 밴프로 이동, 시내관광

밴프

■ 100여 년 전통의 밴프 스프링스 호텔, 보우강, 1954년도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

레벨스톡

[중] (자유식)
[석] O

의 촬영지인 보우폭포 관광
★★선택관광: Banff Gondola 탑승 (C$50 성인 만16세 이상) (C$25어린이 만6세~15세)
(2016/10/11-2017/9/3)
▶요호 국립공원으로 이동, 수백년 강물의 흐름이 만든 자연의 다리, 에메랄드 호수 관광
레벨스톡 이동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Comfort Inn Salmorn Arm or same class
제5일

레벨스톡

전용차량

조식 후 호텔 출발

[조] O

캠룹스

BC주 남동부 내륙도시인 새먼암, 캠룹스, 메릿을 지나 호푸에서 중식 후,

벤쿠버

칠리왁을 지나 밴쿠버 도착 후

[중] O

벤쿠버 공항 혹은 씨애틀 공항지역에서 해산
<<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