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지여행지
겨울에 가기 좋은 겨울에 가기 좋은 

BestBest
캐나다 최대 한인 여행사! 최고의 고객 만족도! 1위

Instagram
@OKTOUR

Facebook
/oktour.ca

KakaoTalk
@오케이투어

자체 신형 버스 보유 & 차량 전문팀 관리

캐나디언 록키 22년간 최대 송출 및 로컬시장 80%이상 점유율

업계 유일의 자체 대형 버스/무료  WI-FI, 휴대폰 충전기 보유 

초호화 전문 가이드 진, 무사고 운전기사님과 인생 최고의 여행 

캐나다 한인업계 유일, 밴쿠버/토론토 직영체제 운영

록키- 전일정 조식(3회) 무료 제공, 밴프시내 충분한 자유시간

고객센터 운영 : 오전 9시-오후 6시 연중무휴  |  Tel 604.893.8687  |  Toll Free 1.877.556.8687 | www.oktour.ca

오케이 투어 인가요?

Why?

Address : 5527 Yonge St, Toronto, ON M2N 5S3 (임가네 노스욕점 2층)ㅣ www.oktour.ca ㅣ  Travel Industry Council of Ontario Registration No. 50020105  No. 50022588

QR CODE를 스캔하고
오케이투어 상품 자세히 보기 Go

U$1,204~
U$1,649~
U$1,050~
U$1,410~

  

하와이 크루즈 7박 8일
미서부 9박 10일
미동부 5박 6일
미.캐동부 7박 8일

미국/기타

$859~
$1295~
 $699~
 $1135~

[럭셔리] 퀘벡.몬트리얼 2박 3일  
[럭셔리] 캐나다 동부 4박 5일
[프리미엄] 퀘벡 단풍 2박 3일
[프리미엄] 퀘벡 단풍 4박 5일

캐나다 동부

$559~
$599~

    $100   
    $100   

밴쿠버.록키 4박 5일
밴쿠버.빅토리아.록키 5박 6일
[일일관광] 조프리 레이크 
[일일관광] 휘슬러 

캐나다 서부

                                            

Hot  일일투어

CN 타워, 시청, 주의사당 등

토론토

$90 소규모 단독 수시 출발

아찔한 급류를 즐기러 GO!

나이아가라 폭포

$90 소규모, 매주 월/금 출발

온타리오주의 가장 오래된 공원

정통 알곤퀸 일일관광

$130단풍시즌 한정

# 전일정 조식 제공 
# 신형 자체 대형 버스+Free Wi-Fi 
# 밴프시내 충분한 자유시간 
# 베테랑 무사고 운전기사 # 초호화 전문 가이드진[

[

레이크 루이스, 에메랄드 레이크, 밴프 국립공원, 밴프 시티, 보우 폭포, 보우 강, 
자연의 다리, 설퍼산 곤돌라, 샤또 레이크 루이즈 호텔 등주요 관광지

시장점유율

1위

From
$349

아름다운 “설경의 록키”로 초대합니다.

2/17, 2/21, 2/24 출발 확정! +조식 3회

겨울록키 3박 4일겨울록키 3박 4일

*항공권 별도

올드 퀘벡 숙박! 오케이 직영으로 믿을 수 있는 투어

캐나다 동부 4박 5일캐나다 동부 4박 5일

천섬, 몬트리올, 퀘벡, 오타와, 토론토, 나이아가라 등 캐나다 동부 핵심투어
올드퀘벡에서 숙박, 퀘벡 야경까지 충분히 즐기는 여유로운 자유시간주요 관광지

From
$1135

매주 월/목 출발

칸쿤 올 인클루시브
겨울 여행지 Best! 꿈같은 휴양지

항공+호텔+현지교통편+식사+음료
+술까지 모두 포함된 꿈같은 휴양지

U$750~

수시 출발

환상의 크루즈
바다위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경험

캐리비안 / 알래스카 / 서유럽 / 하와이 / 지중해

U$500~*항공권 별도

여행상품권 증정

하와이 오아후
휴양,관광,쇼핑 지상의 파라다이스

호놀룰루 / 오아후 섬 / 마우이 / 카우아이 / 
빅아일랜드 / 디너크루즈 / 스노쿨링 / 서핑 등 

U$690~*항공권 별도

수시 출발 

퀘벡.몬트리올 2박3일
오케이투어 직영으로 믿고 떠나자

천섬 몬트리올 퀘벡 오타와 토론토를 충분한 
시간으로 관광할 수 있는 동부 핵심투어

$699~*4인1실

매주 화/금 출발

대한항공

밴쿠버                  인천 C$1,253~

토론토                  인천 C$1,665~

출발일 : ~4/30, 9/1~12/10

출발일 : ~4/30, 9/1~12/10 에어캐나다

밴쿠버                  인천 C$1,112~

토론토                  인천 C$1,459~

출발일 : 1/13~ (주말가 변동가능)

출발일 : 1/13~ (주말가 변동가능)

IATA 공식 항공 발권 업체특가 항공권 최저가 보장(프라이스 매치+여행상품권 증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