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 006

PAX&RMS T/FEE  일인기준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쇼핑

REMARKS

조건

일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식   사

제1일 인  천 항   공 17:25 인천 출발

(매일) 방　콕 KE 651 방콕 도착

HOTEL : BKK : Millenium Hilton HOTEL   OR SIMILAR  (특급)

제2일 방　콕 차  량 전 일 태국　전통　건축양식　및　불교문화를　엿볼수 조식:호텔식

있는　왕궁，에메랄드사원，수상가옥，새벽사원 중식:현지식

＊왕궁입장시뒷끈없는신발，민소매복장불가＊＊ 석식:전통수끼

파타야 파탸야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PTY :  MARRIOTT  OR    HARD ROCK   OR SIMILAR  (특급)

제3일 파타야 차  량 전 일 전용 스피드 보트를 이용 산호섬으로 이동 (30분소요) 조식:호텔식

산호섬 관광 및 해변에서 자유시간 중식:한  식

* 해양스포츠 선택관광  : 석식:현지식

바나나보트($10 pp) ,파타야 산호섬에서만 가능한 바나나 보트.

파타야 비치에서 스피드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서 도착해서 할수 있는  투어로 최소 2명~5명까지

탈 수  있고 ,서로 협조 하지 않으면 바나나보트에 오를 수 없어 ,협동 정신이 필요한 해양 스포츠 입니다.

패러세일링($20)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파도, 강렬한 태양, 고운모래,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르며, 양볼

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짜릿한 스릴을 한껏 느껴볼수 있습니다

제트스키($20)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파도, 강렬한 태양, 고운모래,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르며 즐기는

제트스키로 양볼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짜릿한 스릴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시워커($80)에메랄드 빛 바다 속 수심 5미터를 걸으며 산호도 만져보고 아름다운 열대어에게 먹이도 주는 환상의 

시간. 우천으로 기상악화시 일정이 다소 변동될수있음

파타야 민속촌인 농눅빌리지 관광-3D입체영상관 관광

파타야에서  코끼리 타기 (옵션 $25)태국의 상징인 코끼리~ 코끼리를 타고 추억의 사진을 남기세요~

파타야 시내로 이동 (옵션 전통안마 $40)일상에서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 최고의 프로그램

HOTEL : PTY :  MARRIOTT  OR    HARD ROCK   OR SIMILAR  (특급)

제4일 파타야 차  량 전 일 악어농장 및 파인애플 농장 방문 조식:호텔식

방  콕 방콕으로 이동 / 쇼핑 안내 중식:한  식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최대의 식당 로얄 드레곤 석식 석식:로얄드레곤

KE 652 22:45 방콕 출발

제5일 인  천 5:50 인천 도착

<감사합니다.>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합니다. 

요금표로 돌아가기 (클릭)

방콕/파타야　３박5일   

>>차량(모객인원에따라달라짐), 가이드(한국어가이드),식사(일정표대로),호텔,입장료(일정표참조)

>> 가이드 및 드라이버 팁 (일인일일기준 US$10), 옵션비용, 개인비용,

쇼핑센타 방문일정입니다. 
**  상기 요금은 2인1실 기준 1인요금입니다.  룸메이트가 없어 독방사용시 독방 추가료 있습니다.

** 방콕은 한국가이드는 공항 입국게이트에서 바로 미팅할수없고,  먼저 태국가이드가 

      미팅한후에    한국여행사  가이드에게 인계하는것이 법적 규칙임,

      (태국인이  손님 이름 또는  US TOUR 피켓들고 있음)

     *** 미팅 장소  ;  C 출구 (10번 문 안쪽)

** 상기 행사는 패키지 상품으로 행사중 개인일정 불가능하십니다.

    패키지 마지막날 22:00전에 개별일정시 PENALTY 있습니다 

   ( 패널티 $100/PP -> 현지에서 가이드한테 지불 및  행사중 개별 OUT은 손님비용으로 이동)

**  12/24,   12/31    크리스마스 이브 및 연말에는 해변호텔 의무 갈라디너 ($60 정도 파티 비용)

**  11월 ~ 3월 ,   12/20 ~ 1/20 은  성수기로  투어 랜드 비용이  성수기 요금 적용됩니다,  문의해주세요

** 상기 관광은 한국인(교포)을 위한 패키지로 외국인일경우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일정중 쇼핑센타 방문과 옵션이 있는 상품입니다. (원하지않을경우출발전여행사에 추가비용과함께 요청바랍니다)

>모객에 의한 패키지 관광(Ready-made tour)으로 상기 호텔은 예정호텔이며 동급의 호텔로 3일전에 확정됩니다. 

>상기 관광은 한국인(교포)을 위한 패키지로 외국인일경우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