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고객 만족도! 캐나다 최대 업계 점유율

독보적인 시장점유율
록키부분 �1위
항공권도 오케이투어에서!
최저가 보장 

1위

1. 캐나다 록키를 비롯 대다수의 상품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
2. 거의 모든 투어를 직접 주관하기에 중간 마진없이 합리적이며 안전을 직접 책임집니다!
3. 코퀴틀람/써리/토론토/캘거리/멕시코/미서부 최다 직영체제! 

연중무휴 오전 9시 - 오후 6시ㅣTel 604.893.8687ㅣToll Free 1.877.556.8687

WHY
오케이투어 인가요?

오케이 투어의 자랑! 최신형 56인승 대형버스

@오케이투어
facebook.com
/oktour.cawww.oktour.ca

모든 정보를 한눈에~

@OKTOUR
Instagram

Address : 610 - 329 North Rd Coquitlam, BC V3K 3V8 ㅣ Website : www.oktour.ca ㅣ Travel Agency Licence #48829 / 52939 / 65693  Business Licence # BUS11-01096

한국행 왕복 항공권 특가

대한항공 왕복 특가

From  c$1312

밴쿠버 - 인천

From  C$1574

오케이투어 왕복 특가
토론토 - 인천 토론토 - 인천

BEST PRICE IN TOWN! 

스키/스노우보드 선수 리키와 함께 떠나는 겨울 
휘슬러 투어. 차량 서비스만 제공. 최신형 24인승 
혹은 56인승 리무진 버스로!  

$30FROM

출발일  
1/1 ~ 4/30

From  c$1282

오케이투어 왕복 특가
밴쿠버 - 인천 

출발일
1/1 ~ 4/30

출발일
1/1 ~ 4/30

 * 추후 정부 지침에 따라 투어 출발이 불가능해질 경우, 날짜 연기 or 크레딧으로 전환 (유효기간 2년) or 100% 환불 가능합니다.
* 오케이투어는 백신 최소 2회 접종 완료한 고객에 한하여 여행 예약이 가능합니다. (접종사실 증명 필수) 

9월 7일부터 외국인 캐나다 입국가능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항공 록키 3박4일

명품 항공 록키 투어는 밴프 시내 3박 숙박! 항공편 이용으로 
이동시간은 줄이고 여행 시간은 늘려서 여유있게 더 즐기고 
올 수 있는 항공 록키 투어

오케이 자체 단독 투어! 항공편 타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록키 투어 다녀오자!

겨울 록키 3박4일 (밴프숙박)

$3494인1실
FROM

ㅣ 정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잘 실천하는 안전한 호텔에서 숙박
ㅣ 전 일정 식사 불포함 : 자유식으로 나의 기호에 맞는 식사 가능
ㅣ 전문 가이드ㅣ 가이드와 기사 모두 페이스 쉴드 및 마스크 착용 

     밴프에서 숙박      하는 겨울 록키! 아름답게 눈이 내려앉은
설경의 록키를 놓치지 마세요! 

레이크 루이스, 자연의 다리, 밴프 국립공원, 보우 폭포, 보우강
밴프 다운타운, 에메랄드 레이크, 설퍼산 곤돌라 등

주요 관광지

마감임박!

From  C$1729

대한항공 왕복 특가
출발일
1/1 ~ 4/30

마감임박!

마감임박! 마감임박!

휘슬러 겨울 스키 일일 투어

NEW 매주 화요일 출발

화이트호스 오로라 3박 4일

화이트호스는 아름다운 오로라의 풍광을 볼 수 있는 최적의 
관람지로 오로라를 내 눈에 직접 담는 특별한 경험과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옵션 관광들까지 한번에!

환상적인 오로라를 찾아서 올 겨울은 화이트호스로 떠나요! 

$660* 항공권 별도
FROM

HOT 수시 출발

[항공] 오로라 · 에드먼튼몰 · 록키 
5박 6일

청정 국가 캐나다의 자연이 주는 선물을 한번에 모두 받고 
싶다면? 록키와 오로라를 한 번에!
캘거리, 밴프, 유황온천, 미네완카 호수, 레이크 루이스, 
에드몬튼, 포트 맥머레이까지

대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과도 같은 오로라와 록키 

$850* 항공권 별도
FROM

HOT

특별출발 1월 29일, 매주 화요일, 토요일 출발 BEST

매일 아침 체온 체크 시행하여 열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고객은 격리 
조치됩니다. (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여행객은 모두 여행 전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여행 시 방문지에서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승하차 시 수시로 손 소독 필수로 시행하고 
하루에 두 번 차량 내부를 모두 소독합니다.

단체로 한 식당에서의 식사를 피하고자 모든 식사는 자유식이며, 
가이드님이 여러 식당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부 지침 & 가이드라인 따르는 안전한 호텔만을 선정하여 숙박합니다.

안전과 투어 설명 전달력 모두 챙기는 방안으로 가이드는 투명 페이스 
쉴드 착용, 기사 및 승객 모두 마스크 필수로 착용합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안전한 투어!

1

2

3

4

5

6

$279 $4294인 1실
FROM

* 항공권 별도

일반 명품

올드 퀘벡 숙박! 오케이 직영으로 더욱 믿을 수 있는 투어!

천섬, 몬트리올, 퀘벡, 오타와, 토론토를 충분한 시간으로
관광할 수 있는 캐나다 동부 핵심투어!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올드 퀘벡에서 숙박하여 여유로운 
자유시간! 

캐나다 동부 4박5일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 대륙횡단 스페셜 !

캐나다 대륙횡단 13박 14일

캐나다 서부에서 시작하여 록키산맥, 밴프, 캘거리, 
에드먼튼,사스카츄완, 리자이나, 위니펙, 몬트리올, 퀘백,
오타와, 킹스턴, 토론토, 나이아가라까지 캐나다 완전정복! 

캐나다 살면서 한번쯤은 꿈꿔봤을 대륙횡단 여행! 
베테랑 기사/가이드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 없지! 

$17494인1실
FROM $659 $8894인 1실

FROM

* 항공권 별도

프리미엄 럭셔리

매주 목요일 출발 (2월부터 가능)

캐나다에서 유럽풍의 느낌과 아름다운 가든을 보고 
싶다면 빅토리아로!!

엠프레스 호텔, BC 주 의사당, 이너 하버, 다운타운, 
미니어쳐 월드, 부차드 가든

빅토리아 일일관광

$120FROM

특별출발 1월 29일, 6인 이상 수시 출발매주 일요일 출발

Travel Alberta

Travel Alberta

1월 23일, 2월 6일, 2월 27일 출발!

미국미국
*  항공권 별도

정통 서유럽 12박13일 FROM U$2250
미니 서유럽 8박9일   FROM U$1750
이태리 7박8일   FROMU$1250
크로아티아·발칸 8박9일 FROMU$1450
동유럽 9박10일 FROMU$1550
동유럽·발칸 13박14일 FROMU$2250
그리스·터키 10박11일 FROMU$1550
이집트 일주 9박10일 FROMU$2490
성지순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2박14일 FROMU$3200

*  항공권 별도

중남미중남미
*  항공권 별도

쿠바· 코스타리카  9박10일 FROMU$1990

쿠바 5박6일 FROMU$1260

페루 5박6일 FROMU$2750

코스타리카 골프 5박6일 FROMU$1250
코스타리카 5박6일 FROMU$1290
파나마 · 갈라파고스·에콰도르 7박8일 FROM U$2790

쿠바· 칸쿤 7박8일 FROM U$1756

브라질·아르헨티나 6박7일  FROMU$3500
남미일주 10박11일  FROMU$4749

FROMU$5649남미일주 12박13일  

FROMU$400미서부 5박6일 (항공)

FROMU$129시애틀 1박2일            

FROMU$749미서부 7박8일 (버스+항공)
FROMU$599미서부 9박10일 (버스)

FROMU$690하와이 4박5일

FROMU$2849크루즈와 함께 하와이 11박12일

FROMU$450미동부 4박6일
FROMU$675미동부 올랜도 3박4일               

FROM U$700 / U$900

 

미· 캐 동부 7박9일/9박11일
 

멕시코 칸쿤 & 쿠바 바라데로 ALL INCLUSIVE FROM$899

유럽 & 기타유럽 & 기타

*항공권포함

*항공권포함

*항공권포함

*항공권포함

*아래 목록의 여행 상품들은 정부의 여행 규제에 따라 출발일이 유동적입니다.        

오카나간.해리슨 레이크 1박 2일 FROM$199
보웬 아일랜드 일일관광 FROM$100

[프리미엄] 퀘벡·몬트리얼 2박3일 FROM$429
[프리미엄] 캐나다 동부 4박5일 FROM$659

가리발디 레이크 일일관광 FROM$60
[럭셔리] 빅토리아 2박3일        FROM $1250

캐나다캐나다
*  항공권 별도

www.oktour.ca 에서
모든 여행 상품 자세히 보기
QR CODE를 스캔하세요!

NEW
캐나다 대륙횡단 13박14일 FROM $1749NEW

NEW

NEW

FROMU$990LA.샌디에고 테마파크 3박4일 
FROMU$1175올랜도.마이애미 완전일주 5박6일 

NEW

NEW

NEW

NEW

유럽 캠핑카 성지순례 13박15일 FROMU$6000NEW

터키 성지순례 8박10일 FROMU$1900NEW

터키 성지순례 7박9일 FROMU$1700N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