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TEL: 847-759-8813

(4박5일) 캐나다 동부/나이아가라
일자

제1일

장소

토론토

세 부

일

정

토론토 공항 도착 후(오후 2:30경) 가이드 미팅
-터미널1번: 국내선 출구 팀홀튼 커피숍 앞(수화물 찾는
곳 통과 후)
-터미널3번: 국내선 B출구 서브웨이 앞(수화물 찾는 곳
통과 후)
▶ 캐나다 최대의 도시 토론토 관광
- 온타리오 주의 주도인 토론토 주의사당
- 19세기 양조장을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
꿈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 캐나다 3대 명문 대학인 토론토 대학
▶ 과거와 현재의 만남: 토론토 신/구청사 관광
♣ 선택관광: CN타워 C$40/인당
▶ 캐나다 최대의 종착역, 유니온 스테이션의 라운드하
우스 파크 방문
▶ 스카이돔: 캐나다 유일의 메이저리그, 블루제이스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식 사

석: O

HOTEL: RADISSON SUITE TORONTO AIRPORT 동급

제2일

호텔 조식 후 출발
킹스턴으로 이동하여 중식
♣ 선택관광:천섬(Thousand Islands)유람선 C$30/인당
토론토 - 캐나다 10대 관광지인 세인트 로렌스 강 위의 아름다
운 섬과 별장지대 관광
킹스턴
▶ 캐다다의 연방 수도인 오타와 이동 후 관광
오타와 - 연방의사당
-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연방총독의 관저
몬트리얼
퀘벡 주 문화와 역사의 도시인 몬트리얼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O
중: O
석: O

HOTEL: DOUBLETREE BY HILTON MONTREAL 동급

제3일

호텔 조식 후 출발
▶ 기적의 성당 성요셉 성당 관광
퀘벡으로 이동
퀘벡 최고급 양식 뷔페로 중식
▶ 몽모렌시폭포 관광
- 나이아가라폭포의 1.5배 높이(83M)
몬트리얼
▶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이자 퀘벡 관광의 상징인
올드퀘벡 관광(UNESCO지정 세계 문화 유산 도시)
▶ 어퍼 타운(UPPER TOWN) 관광
- 다름광장, 샤토 프랑트낙 호텔, 화가의 거리
퀘벡
- 세인트 로렌스 강의 전망을 볼 수 있는 더프린 테라스
- 웅장하고 화려한 북미 최초의 성당, 노틀담 성당
▶ 로어 타운(LOWER TOWN) 관광
- 퀘벡의 발상지인 로얄 광장
- 승리의 교회, 쁘띠 샹플랑 거리
호텔 체크인 후 아름다운 올드퀘벡에서 야경 자유시간
HOTEL: HILTON QUEBEC(퀘벡 최고의 호텔) 혹은 동급

조: O
중: O
석: X
(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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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

호텔 조식 후 출발
퀘벡

제4일

▶ 몬트리얼 관광

- 350년 역사가 깃든 몬트리얼 구시가지 및 쟈크 까르띠
몬트리얼 에 광장
몬트리얼에서 중식 후 토론토로 이동
토론토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O
중: O
석: O

HOTEL: RADISSON SUITE TORONTO AIRPORT 동급
호텔 조식 후 출발
▶ 나이아가라 폭포 도착
- 테이블 락 전망대로 이동하여 웅장한 폭포 감상
♣ 선택관광: 혼블로워 크루즈에서 폭포 감상 C$40/인당
중식 후 나이아가라 주변 관광

토론토
제5일

- 소용돌이 계곡, 수력발전소, 꽃시계, 작은교회, 온더레이
크등
▶ 3대 와이너리 중 하나인 ‘필리터리’ 방문

-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 아이스와인 시음
나이아가
♣ 선택관광
라
1. IMAX + SKYLON TOWER 전망대 (C$50)
토론토 2. SKYLON TOWER 전망대 + 중식 특식 (C$80)

조: O

중: O

3. IMAX + SKYLON TOWER + 중식 특식 (C$100 특가)
4. 제트보트 (C$130)
5. 헬기투어 (C$150)
토론토로 이동하여 공항 도착
각 지역으로 출발 (10:00PM 이후)

+++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보험은 불포함이며,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및 분실은 관례에 따라 면책됨을 알려드립니다.
★ 포 함 사 항 : 차량, 가이드, 호텔, 일정표상의 식사와 입장료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팁(C$10/일X5일=C$50)+호텔&식당 팁(C$17)=총 C$67/인당
선택관광, 성요셉성당(C$5 도네이션), 여행자보험
★ 싱글룸 비용은 몬트리얼/퀘벡 C$200/박, 토론토 C$95/박, 즉 $200X2+$95X2=C$590 입니다.
★ 항공권 요금은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으며, 투어 요금은 토론토 도착일 기준으로 패널티가 차등 적
용되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옵션 상품은 일정 및 현지사정상 진행되지 않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시민권자(여권), 영주권자(영주권,여권,ETA), 여행자(여권,ETA), 유학생(여권, I-20원본/학교
담당자 서명, E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