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립콤파니 베트남 하노이~다낭 11일 지출표

식비 교통비 숙박비 마사지, 입장료 등 

사파 
 

첫날 저녁에 도착 
 

둘째날 풀 일정 
 

마지막날 슬리핑 버스 
저녁 10시까지 활동 

 
약 48시간 체류

꼬치구이 95000 오토바이 2일 200000 화장실 5000 판시판 750000

헬로비엣남 195000 기름 50000 숙소 140000 실버워터폴 20000

퍼보 40000 사파익스프레스 240000 러브워터폴 70000

연어+콜라 320000 인터라인슬리핑 220000 주차 5000

반미+비프스튜 50000 마사지 200000

퍼싸오 50000 마사지팁 50000

굿모닝베트남 160000 따핀 입장료 40000

야채볶음밥 50000 동굴 후레쉬 20000

퍼보친(양지) 40000 깟깟빌리지 70000

하노이맥주 20000 발마사지 200000

망고스무디 50000

합계 1070000 합계 710000 합계 145000 합계 1425000

합계 원화 53500 합계 원화 35500 합계 원화 7250 합계 원화 71250

사파 합계 3350000

사파 원화 167500

하노이 
 

공항에서 사파 가기 전 
5시간 

 
닌빈에서 돌아와 공항 
가기 전 12시간 

 
총 17시간 체류 
숙박 안함

분짜 99000 공항버스 70000 르벨르마사지 690000

망고스무디 39000 서호 가는 그랩 26000 짐 보관 80000

페이버맨 반미 50000 돌아오는 그랩 20000 마사지 640000

콜라 25000

분짜항꿕 55000

셰어티 59000

아이스크림 35000

짜까탕롱 135000

아하커피 38000

콩커피 35000

합계 570000 합계 116000 합계 1410000

합계 원화 28500 합계 원화 5800 합계 원화 70500

하노이 합계 2096000

하노이 원화 104800

닌빈 
 

2박 일정 
첫날 아침에 도착 
마지막날 아침 
하노이로 떠남 

 
48시간 체류

물 10000 택시 200000 숙박비 180000 땀꼭 주차 10000

땀꼭가는 길 퍼보 30000 가는 기차 100000 빨래 80000 땀꼭 입장료 150000

돼지고기구이 100000 오는 버스 120000 땀꼭 보트 120000

물 환타 25000 자전거 50000 강매 100000

쵸키스/(햄버거, 스파게티) 햄버거 125000 275000 오토바이 100000 땀꼭 팁 50000

스파게티 100000

맥주 50000

미싸오 78000 기름값 20000 항무아 100000

망고스무디 35000 버스정류장-호안끼엠 40000 버드파크 100000

졸리비 55000 짱안주차 15000

짱안 보트 200000

짱안 팁 50000

바이딘 주차 15000

합계 608000 합계 630000 합계 260000 합계 895000

합계 원화 30400 합계 원화 31500 합계 원화 13000 합계 원화 44750

닌빈 합계 2393000

닌빈 원화 119650

다낭 
 

4박 일정 중 
첫날 후에는 1인  
나머지 일정은 2인

후에 분보후에, 돼지폭찹, 물 130000 공항 택시 59000 빨래 165000 후에 마사지 360000

리틀 포퍼티 반쎄오, 미꽝, 콜라, 물 119000 기차역 그랩 14000 센트럴 스파 호텔(3성) 640000 호이안 마사지(2인) 400000

플래터 119000 후에 기차 소프트 68000 하이안 비치(4성호텔) 1400000 네일 2인 380000

맥주 45000 후에 기차 슬리퍼 134000 쉐라톤(5성호텔) 2300000 바나힐 2인 1400000

한인마트 라면, 과자 맥주 등 126000 후에 바이크 100000 풀만(5성리조트 4800000 페이셜 마사지 2인 240000

길거리망고 40000 기릅값 60000

껌까(2인) 70000 기차역 그랩 14000

하이랜드 말차라떼 40000 호이안 택시 326000

포피스피자 연어피자 250000 677600 미케비치 택시 67000

크랩스파게티 225000 다낭오는태시 400000

샐러드 85000 오토바이 150000

음료 56000 풀만 택시 44000

쉐라톤 라운지 음료 2개 케이크 하나 275000 기름 40000

쉐라톤 바 피시앤칩 165000 415800 바나힐 택시 800000

팹시 45000

맥주 155000

풀만 라운지 240000

풀만 뷔페 2인 1400000

껌까(2인) 50000

합계 3747400 합계 2276000 합계 9305000 합계 2780000

합계 원화 187370 합계 원화 113800 합계 원화 465250 합계 원화 139000

다낭 합계 18108400

다낭 원화 905420

전체

항공료 5600000 전체 총합계 31813400

유심 250000 전체 원화 1590670

건전지 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