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 ▶

2 토 ▶

기본
포함사항

항공 왕복 국제선 항공권 (제세공과금 별도)

여/행/예/정/서

 인천 -푸꾸옥(3)- 인천 

A 항공 스케쥴 (매일 출발)

수화물 15kg

1/12 푸꾸옥출발 15:30 인천도착 22:45 VJ0974 수화물 15kg

VJ0975

[노쇼핑]
[노옵션] 3박4일, 푸꾸옥 유로패키지

B 여행조건

1/9 인천출발 1:45 푸꾸옥도착 5:35

가이드 핵심투어시 한국어 가이드 동행

숙소 선택하신 호텔 3박 + 얼리체크인 포함

식사 호텔조식, 일정상 포함된 식사

교통 공항↔호텔(호텔서비스 ),현지투어시 제공되는 투어차량

불포함
사항

관광 빈펄투어(사파리+놀이공원+워터파크+아쿠아리움 등) 무제한 이용권 

관광 푸꾸옥 핵심투어 (케이블카+갈리나 머드&마사지+즈엉동야시장투어+ 선셋비치바)

기타

1

*현지에서 희망해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투어(액티비티)비용은 불포함 입니다.
*포함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부분은 불포함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경비,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객실 룸 업그레이드나 싱글룸,레이트 체크 아웃을 원할 경우 담당자 문의
*음료 및 주류 비용은 개인부담입니다.
*출발일 기준 1달 이내 베트남 재 입국시 비자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자 문의)

전 일정 객실 1인 사용료 (별도문의) 출발전지급

2 현지지불각종 매너팁 ,개인경비(불포함식사 및 기념품 등)

여권커버, 네임택, 멀티포켓 등



3

푸꾸옥

오전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 후

[포함] 푸꾸옥 핵심 1DAY투어
11:00 호텔픽업-오징어국수-케이블카- 머드&마사지
-즈엉동 야시장투어 - 선셋비치바 OR 촌촌카페 -호텔

포함사항 : 한국어가이드,전용차량,케이블카 입장료,
                  중식, 머드&마시지

[조식:호텔식 / 중:오징어국수 / 석식: 호텔식]

전용차량

일차

선택호텔

2

푸꾸옥

[포함] 빈펄랜드 &  사파리
-사파리, 빈펄랜드 내 자유일정(가이드북제공/가이드불포함)
-사파리입장권 포함
-빈펄랜드 내 모든 놀이시설 및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 무료이용
-빈펄랜드 내 한식당 및 레스토랑들은 개별이용(불포함)

[조식:호텔식 /중식 : 호텔식 / 석식: 호텔식]

일차

선택호텔

1/10

목

1/11

금

1
인천

↓
푸꾸옥

*출발 2시간전 공항 도착후 개별 체크인

01:45 인천 출발 (비행소요: 약 5시간 50분)
05:35 푸꾸옥 공항 도착
*베트남은 한국보다 1시간 느립니다.
*환율(1만동 = 5백원정도 예상)

호텔 얼리 체크인(포함)
자유일정 또는 빈펄랜드/사파리 이용

[포함] 빈펄랜드 &  사파리
-사파리, 빈펄랜드 내 자유일정(가이드북제공/가이드불포함)
-사파리입장권 포함
-빈펄랜드 내 모든 놀이시설 및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 무료이용
-빈펄랜드 내 한식당 및 레스토랑들은 개별이용(불포함)

[조식:호텔식 /중식 : 호텔식 / 석식: 호텔식]

VJ0975

일차

선택호텔

1/9

수

추/천/일/정

날짜 이동경로 아래 일정은 확정일정이 아닌, 단체여행의 추천일정 입니다.
이동수단

예상호텔



*작은별여행은 기본적으로 여행자의 자유시간을 존중합니다. 필수투어 포함내역을 제외한 모든 추천일정은 참고용으
로 제시해 드린것이니 가이드북을 꼭 챙겨가셔면 더욱 더 알찬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노쇼핑/노옵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여행자의 발걸음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여행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투어들과 쇼핑에 대해서 절대 강요하는 일은 없
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일정은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인천

호텔 조식후 체크아웃 후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항 이동

* 출발 2시간전 공항 개별수속
15:30 푸꾸옥 국제공항 출발 (비행소요:5시간35분)
22:45 인천 도착

소중한인연, 감사합니다.

VJ0974
일차

1/12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