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VJ 인터비즈 나트랑/달랏 3박4일 - 홈쇼핑  ◈ 

상품명 나트랑 / 달랏 3박4일 - 홈쇼핑 출발인원 성인 8인 이상 룸타입 TWN/TRP/SGL

포함 사항  호텔, 차량, 가이드, 포함된 관광지 입장료, 전일정 식사

불포함사항  가이드 및 기사 팁 & 공동경비(1인 $40 / 성인, 아동 동일), 기타 개인비용 및 매너팁, 선택관광비용, 여행자보험

옵션정보
 마사지 90분($30), 씨푸드(랍스터 불포함 $50,랍스타 포함 $80), 야간씨티투어($30),
 짚차투어($30), 짚라인+레일바이크($60), 관광열차($20), 마차투어($30), 케이블카+보트투어($40)

비    고

 * 쇼핑센터 : 잡화점, 라텍스, 노니, 커피 중 3곳 방문 

 * 싱글차지 (1인 3박 US$110)

 * 써차지 및 가라디너 별도입니다. 

 * 베트남 자국민 보호법으로 가이드 공항미팅 및 일부 관광지 방문 불가(차량내 설명, 관광지는 현지가이드와 동행)

상세일정

날짜 장소 교통 시간 일                   정

제1일 인  천 VJ839 1:50 인천 국제공항 출발

나트랑 5:30 나트랑 깜란 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전용차량 쌀국수 조식 후 나트랑 시내로 이동

▶갈리나 머드온천욕 체험(수영복 지참/레쉬가드 불가)

 비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에그 머드온천은 나트랑 명소이며 2인부터 15명 이상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머드온
천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드 온천 후 갈리나 전신 마사지 60분 [팁별도]

중식 후 달랏으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소요)

달랏 ▶기괴한 모양의 집 “크레이지 하우스” 관광

 베트남 2대 대통령의 딸인 응아 여사가 직접 설계해 유명해진 크레이지 하우스는 달랏의 명소로 자리잡았으
며 미로처럼 괴상하게 지어놓은 건물들이 장관을 이룬다.

▶아담하고 아름다운 기차역 “달랏 기차역 관광”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선택관광 : 관광열차 $20/인

호텔 :  라사피네트, 쌈미 호텔 또는 동급  (★★★★)

 조: 갈리나 호텔 조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제2일 달랏 전일 호텔 조식 후

▶이른 봄 숲속을 산책하는 듯한 달랏의 명소 "플라워가든"

▶베트남 응웬 왕조 마지막 황제인 “바오다이 황제의 여름별장”

▶달랏에서 가장 큰 사원 “죽림사” 관광

 해발 1300m 산위에 위치한 사찰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다탄라 폭포” 관람

* 선택관광 : 짚라인 레일바이크 ($60/인)

▶달랏 한 가운데 위치한 5km 둘레의 쓰엉흐엉 호수 관람

* 선택관광 : 마차투어 ($30/1인) 

▶석식 후 현지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달랏 "야시장"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  라사피네트, 쌈미 호텔 또는 동급  (★★★★)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무제한삼겹살

제3일 달랏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중식 후 나트랑으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소요)

나트랑 ▶나트랑 시내관광 (포나가사원, 나트랑 대성당)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선택관광 : 야간시티투어($30/인), 씨푸드(랍스타 포함 $80/인, 불포함 $50/인)

호텔 : 빈펄비치프론트, 다이아몬드베이  또는 동급(★★★★★)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한식

제4일  나트랑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오전 자유시간 (호텔 부대시설 및 전용 비치 이용)

체크아웃 후 가이드 미팅 

중식 후 쇼핑센터 3곳 방문 

공항으로 이동

VJ838 16:05 나트랑 깜란 공항 출발

인  천 22:45 인천 국제 공항 도착 

 조: 호텔식  /  중: 한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