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여행상품 가격 포함 사항 :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일정 상의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 현지관광입장료 등 일정표 상의 고객이 부담 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자유여행 상품은 미적용)   ▶기사/가이드 경비 : 상품가 옆의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 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입니다.   ▶선택관광 : 유무로 표시. 상품과 출발 일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참여 여부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미 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대체 일정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매너팁 :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전경보단계]  ❶ 여행유의 ❷ 여행자제 ❸ 철수권고 ❹ 여행금지 (2017. 5. 23 업데이트 기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6 유림빌딩 8층 █ 국외여행업등록 제2014-3호 █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 5억 보증보험 가입 █ 최소 출발인원 : 2-10인 이상 (일부 제외, 상품별 상이) █ 숙소 : 2급 호텔 이상 (일부 제외, 상품별 상이)
█ 교통편 : 항공/버스 █ 상기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불편접수 : 1588-8692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담문의 요망

    02)3782-3000
대리점 개설 문의

02)3782-3088/ 3091
전국 번호

1577-6511     02)3782-5206문의 및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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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80탑승(인천 ↔ 두바이) #스페인/포르투갈 9개도시 #남프랑스 6개도시 #3大특식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2,690,000원~  

최신형
신칸센 하야부사

최고시속 300km로
신아오모리에서 동경까지
3시간 10분만에 주파!

가고시마

왓카나이

삿포로

신아오모리

오타루

오사카하카타

다카마쓰

도쿄

혼슈

큐슈 시코쿠

훗카이도

▶ 1,642,400원부터
•전국일주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는 안심 여행
•혼슈/훗카이도/큐슈/시코쿠를 한번에 볼수있는 특별 기획상품
•오타루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오타루운하>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 [세이칸 터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세토오오하시]

Special혜택

※가이드경비 ￥7,000현지지불

※선택관광 있음    02)3782-3174문의 및 예약     02)3782-5224문의 및 예약

❶ 스카이론타워 전망대+스테이크 정식 ($100상당) ❷ 영혼의 정원 천섬유람선 ($40상당)

❸ 장엄한 폭포수와 단풍을 감상 가능한 몽모렌시 폭포 케이블카 포함 ($40상당)

❹ 퀘백의 절경! 아름다운 세인트안 캐년 관람 ($50상당)

❺ 동화같이 아름다운 도시 베생폴 ⇀ 라발메 구간 낭만 열차 탑승
❻ 캐나다의 알프스 몽트랑블랑 곤돌라 탑승 ($40상당)

❼ 나이아가라 폭포의 야경과 일출을 볼 수 있는 폭포뷰 숙박!
❽ 퀘백시티 2박으로 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가능! ❾ 몽트랑빌리지 : 빌리지 내 숙박!

캐나다 동부 일주 9일
3,390,000원~  

도깨비신부
따라잡기!롯데

홀리데이
단독 ▶매주 목요일 출발

✽+기사/가이드경비 $102현지지불 ✽5월 유류할증료 없음, 변동 가능 ✽선택관광 있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여행사부문 3년 연속 수상!

+남프랑스
+기사/가이드경비
€120 현지 지불 
✽선택관광 있음[                  ] ▶ 6/4(확정), 6/11(확정), 6/25(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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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세인트안 
그랜드캐년
계곡과 숲이 
어우러진
경이로운 대자연!

천섬유람선
크고 작은 
1,865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천섬!

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타사비교!

8대 내부 관광지 <성 가족성당/프라도 미술관/세비야 대성당 등>

전 일정 전문 인솔자 동행, 전일정 호텔 숙박(일급 호텔 포함)

현지인처럼 즐기는 특식 3회

1~2일차

3~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9일차

10일차

11~12일차

알함브라리스본

OUT

IN

포르투갈의 중심
리스본 Lisbon

아름다운 중세의 도시

톨레도 Toledo

롯데카드 5% 청구할인5월 예약 특별 이벤트!

롯데제이티비
전속모델

B1A4 진영

하몬 빠에야 바깔라우

A380탑승
하늘 위의 특급호텔

•편안한 좌석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영화/음악)
•맛있는 기내식

인천 ▶ 두바이 ▶ 니스 ▶ 모나코 ▶ 니스
니스 ▶ 생 폴 드 방스 ▶ 아를 ▶ 아비뇽 ▶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 몬세라트 ▶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 사라고사 ▶ 마드리드
마드리드 ▶ 톨레도 ▶ 마드리드
마드리드 ▶ 그라나다 ▶ 론다 ▶ 세비야
세비야 ▶ 파티마 ▶ 까보다로까 ▶ 리스본
리스본 ▶ 두바이 ▶ 인천

(5월 유류할증료 380,000원 포함,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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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안 파타야 심포니 스윗 호텔    #디럭스룸 무료 업그레이드 

방콕 파타야 5일
399,000원~   

기간 | 2017. 5. 1 ~ 2017. 5. 31 (예약/결제일 기준)

대상 | 100만원 이상 결제 시 5% 청구할인(최대한도 15만원)

✽선착순 마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02)3782-5266문의 및 예약

+기사/가이드경비
$40 현지 지불 

✽선택관광 있음[                  ] ▶ 6/13~ 9/27까지 매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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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2일차

3일차

4~5일차

인천 ▶ 방콕 도착
대리석사원, 짜오프라야운하투어 ▶ 파타야 [파타야 수상시장, 
전통안마 1시간, 고산족 마을관광, 코끼리트래킹체험
▶ 타이타니 민속촌에서 태국문화 체험 및 칸톡디너쇼
오전 산호섬 관광 ▶ 오후 호텔 자유휴양 
▶ 콜로세움쇼 관람 후 무제한삼겹살 석식 
악어농장 및 백만년 화석공원 관광 ▶ 공항 ▶ 인천 도착

(5월 유류할증료 없음, 변동 가능)

싸와디캅 
베네치아

전일정 4성급 호텔 이용
파타야호텔 수페리어룸
▶ 디럭스룸 무료 업그레이드[$40 상당]

파타야 수상시장 관광[$30 상당]

전통안마 1시간 체험[$20 상당/아동제외]

코끼리 트렉킹 포함 [$30 상당]

타이타니 아트컬쳐빌리지
&칸톡디너 포함[$30 상당]

콜로세움쇼 포함[$30 상당]

전일정식사 및 특식 5회 [칸톡디너, 수끼, 
무제한 삼겹살, 쌈밥정식, 일품한식]
3일차 오후 자유시간 제공
롯데면세점 1만원권 선불 카드 교환권 증정
포토북 제작권 증정 [룸 당 1개]

2016년 12월 그랜드오픈 신규 4성급호텔
수페리어룸 ▶ 디럭스룸 무료 업그레이드!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테마로 만든 리조트로
리버풀 이용 및 곤돌라 무료 탑승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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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베네치안 파타야
심포니 스윗 호텔

리버풀 보유!

아트컬쳐빌리지

홈쇼핑
HIT 상품

타사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