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0-1111 Melville St. Vancouver, B.C. www.clubesl.com

WHISTLER SIGHTSEEING
휘슬러로이동하는중 폭포에서정차합니다
가이드와함께하는휘슬러빌리지투어

무료입장이포함되어있습니다.
옵션투어시할인된가격으로제공합니다.

$45(A*)

$10(Y*)
$8(Y*)
$11(Y*)

$15(A*)
$12(A*)
$20(A*)

$19(A*13+)
$14(Y*) $20(A*)

투어 출발 시간:일요일오전 8:00
투어 일정: Nov.3, 24; Dec. 8,15,22,29; Jan. 5,12,19,26; 
Feb. 2,9,16,23; Mar. 2,9,16,23,30; Apr. 6,13,20,27

투어 출발 시간: 토요일 오전7:00
투어 일정: Nov.2,16,30; Dec.14,21; Jan.11,18,25; 
Feb.1,15,22;  Mar.1,8,15,22,29; Apr.5,12,19,26
 

투어 출발 시간: 일요일 오전
투어 일정:   Nov.3,17; Dec.8,15,22; Jan.5,12,19,26; 
Feb.9,16,23; Mar.2,9,16,23,30; Apr.6,20,27
 

투어 출발 시간: 토요일 오전8:00
투어 일정: Dec.28; Jan.18; Feb.22; Mar.22; April 5, 19

 

$ Incl.
tax55

GROUSE MOUNTAIN TOUR
벤쿠버의아름다운야경이보이는산정상에서
야간스키를즐기실수있습니다.
포함된사항 스키 스노보드리프트티켓
 곤돌라 그리고
 산타와함께하는크리스마스페스티벌

$
Youth

Incl.
tax60

$

Adult
Incl.
tax65

SEATTLE SIGHTSEEING OR SHOPPING 
$ Incl.

tax55

USA SHOPPING TOUR

WHISTLER ULTIMATE EXPEREINCE 

SEATTLE 2 DAY TOUR

프리미엄아울렛몰 또는 과
빅토리아시크릿매장
약 시간정도의쇼핑시간

$ Incl.
tax50

VICTORIA TOUR
페리를이용하여 섬을통과합니다.

를방문합니다.(물개에게먹이주기등)
시내 투어

옵션투어시할인된가격으로제공합니다.

미국국경통과안내를해드립니다.
Shopping은프리미엄아울렛에서정차합니다

을선택할시 시애틀다운타운에서정차합니다
마켓 스타벅스 호점 투어

옵션투어시할인된가격으로제공합니다.

$ Incl.
tax100

Discount coupon booklet for the Premium Outlets

WHISTLER SKI/SNOWBOARD ADVENTURE
휘슬러에서스키또는스노보드를하루종일즐기실

 수있습니다 또는선택에따라다른겨울프로그램을즐기실수

 있습니다.
옵션투어선택시할인된가격으로제공해드립니다. 투어 일정: Nov.23,30; Dec.7,14,21,28; Jan.4,11,18,

25; Feb. 1,8,15,22; Mar.1,8,15,22,29; Apr.5, 12,19
 

투어 출발시간: 토요일 오전7:00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주세요: www.clubesl.com/parent-guardian-resources  *Note: Y = 소인(13-18 years); A = 대인(19+)
Ages vary please refer to website

SKI / SNOWBOARD TOURS

이틀내내스키또는스노보드를즐길수있습니다.
호텔 에서머뭅니다.

호텔안에있는수영장과 에서산의경치를즐기실수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파티를 즐기고 나이트클럽을 로
  입장하실수있습니다. 투어 출발 시간: 토요일 오전

투어 출발 시간: 토요일 오전7:00

주요일정은시애틀1일일정과같습니다
1일투어에비해넉넉한시간으로시내관광과
 쇼핑을하실수있습니다.
시애틀다운타운에위치한 에서투숙하게됩니다.
시애틀의아름다운 야경을감상하실수있습니다.

$ Incl.
tax150

$ Incl.
tax175 $124(Y* *)

* A*)
*

*

투어 일정: Dec.14; Jan.11; Mar. 8,12; Apr.12

투어 일정: Dec. 22; Jan. 12, 19, Feb. 2, 16;  Mar. 2, 16;  
Apr. 6, 20. 
 

정규 투어 출발시간 : 월요일오후 수요일 오후12:30
투어 일정: Dec. 2,9; Jan. 6,8,13,15,20,22,27,29, Feb. 3,10,17,24
 

$19(A 13+)
$14(Y*) $20(A*)

$40(Y*)
$120(Y* *

$100(A*15+)
$190(Y* *

SAVE 

up to $6 OFF

the window rate

SAVE 

up to $2 OFF

the window rate

SAVE 

up to $3 OFF

the window rate

SAVE 

up to $3 OFF

the window rate

SAVE 

up to $17OFF

the window rate

SAVE 

Transportation

and guide

SAVE 

HUGE SALE

SAVE A LOT $$

SAVE 

up to $2 OFF

the window rate

2 DAY TOURS

　

I DAY TOURS

$124(Y* *)
*

*

*

*)

*  $6 USD(현금) / 여권

*  $6 USD(현금) / 여권

* $6 USD (현금)/ 여권

from

from

from

from

from

from

$ Incl.
tax50

from

from

from

SS

SAVE 

up to $3 OFF

the window rate



투어 출발 시간: 금요일 오후 12:00

유명 관광지인 ‘Glacier, Yoho, Banff 국립공원’을 관광합니다.
3일동안 ‘ Salmon Arm, Banff, Golden’에서 머물게 되며,더불어 

  3-4성급 호텔에서 Hot tub과 다른 기타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 3번의 아침식사, 나이트클럽 VIP 티켓 제공, 캠프파이어
를 하는 중 마시멜로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루이스 호수에서 아이스 스케이팅, pond 하키 그리고 하루 종일 
 스키 또는 스노우 보드를 옵션 사항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투어를 선택 시 할인 된 가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주요 투어 일정은 위 록키 클레식 관광과 같습니다. 이 일정에 더불어 
 클레식 투어 일정보다 반나절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투어 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틀밤을 로키에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Golden, Banff, Lake Louise’ 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안에 비치 되어있는 Hot Tub
  과 다른 멋진 기타 활동들을 호텔 안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눈썰매를 무료로 즐기실 수 있으며 옵션 사항으로는 2일 내내 하루 종일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규 투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투어를 제공합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ROCKIES CHRISTMAS TOUR (4-Days) from $395
Banff 에서 전통식 칠면조 저녁과 함께 캐나다 스타일의 크리스마스를 보내 실 수 있습니다. 이 투어는 로키 얼티메이트 투어와 일정이 같습니다. Dec. 24 – Dec.27
ALL-INCLUSIVE SKI TOUR AT MANNING PARK (2-Days) from $275
포함사항: 리조트에서 1박, 스키/보드 강습 패키지(리프트 티켓, 장비 대여, 강습), 눈썰매, 스케이팅, 1번의 저녁식사와 아침 그리고 기타 외 더 많은 혜택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Jan. 18-19; Feb. 15-16
 TEEN TOURS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한 투어입니다.)

WHISTLER NEW YEARS TOUR (3-Days) from $340
  휘슬러 빌리지에서 새해를 맞고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파티를 합니다. 또한 여러 옵션 활동들은 휘슬러 얼티메이트 투어와 같습니다. Dec. 30 - Jan 01 

ROCKIES CLASSIC TOUR (3.5-Days) from $320
로키 클레식 투어와 일정이 같습니다. 더불어 십대들이 즐기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가이드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Jan. 17; Feb 07

Learn to Ski/Board Package
Lift ticket
Equipment Rentals
Snow Shoeing
Banff Gondola
Ice Skating
Johnston Canyon Ice Walk
Dog Sledding
Clothing Rentals Weekend
(Jacket & Pants)

Gloves $10(Y*/A*)   

$145(Y*/A*)
$60(Y*)
$40(Y*/A*)
$62(Y*/A*)
$17(Y*)
$12(Y*/A*)
$62(Y*/A*)
$155(Y*/A*)
$40(Y*/A*)

$80(A*)

$35(A*)

투어 일정: Dec. 13; Jan.10,24; Feb. 7,28; Mar14; Apr. 18

투어 출발 시간 :금요일 오전  7:00am 
Rockies  Ultimate Experience Tour

Rockies  Classic Tour

투어 일정: Jan.24; Feb.7; Mar 21

TOUR DEPARTURE LOCATION
999 Canada Place Way
Please be at the location a minimum 
of 15 minutes prior to departure time

DISCOVER CANADA TOURS &

CLUB ESL HEAD OFFICE

#820-1111 Melville Street
Tel# 604-689-8128 

VANCOUVER

PORTLAND

VICTORIA

WHISTLER

ROCKIES

SEATTLE

www.clubesl.com

SEATTLE & PORTLAND COMBO TOUR

ROCKIES CLASSIC TOUR

ROCKIES ULTIMATE EXPERIENCE TOUR

3 DAY TOURS

4 DAY TOURS

Space Needle
Expereince Music Project
NBA Basketball Game
Microbrewery Tour FREE 

Northern light viewing
Dog Sledding
Yukon Wildlife Preserve
Snow Shoeing

투어 출발 시간: 토요일 오전 7:00

주요 투어 일정은 시애틀 2일 투어와 같습니다. 
 이 일정에 포틀랜드 하루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사항: 2번의 아침식사, 가이드와 함께 하는 시내 투어
가 없는 포틀랜드에서 저렴하게 쇼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택 투어는 NBA 농구경기관람과 Microbrewery 투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왕복 비행기 티켓과 공항 픽업을 제공합니다.
일동안 ‘ Muktuk Guest Ranch Bed’ 호텔에서 머뭅니다. 
번의 아침 식사와 저녁이 제공됩니다.
아름다운 ‘Arctic’에서의 투어와  방한복을 제공 해 드립니다.

포함사항: 비행기티켓, 호텔
옵션 투어를 선택 시 할인 된 가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투어 일정: Dec. 21; Jan. 10; Feb. 21;  Mar. 15;  
 

투어일정: 투어 날짜와 투어 시간은 요청하시는 날짜에 따라
                             가능합니다.

$19(A*13+)
$17(Y*) 
$25(A*)

$20(A*)

$125(Y*/A*)
$230(Y*/A*)
$98(Y*/A*)
$75(Y*/A*)

SAVE 

up to $2 OFF

the window rate

SAVE 

up to $5 OFF

the window rate

SAVE 

up to $3 OFF

the window rate

$ Incl.
tax225

$ Incl.
tax665

$ Incl.
tax1275

$ Incl.
tax320

$ Incl.
tax345

YUKON SIGHTSEEING PACKAGE 

NORTHERN LIGHTS ADVENTURE

www.clubesl.com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동의서양식을 다운받아주세요: www.clubesl.com/parent-guardian-resources  *Note: Y = 소인(13-18 years); A = 대인(19+)LA
 방문하여 다운받아주세요: www.clubesl.com/parent-guardian-resources   *Note: Y = 소인 (13-18 years); A = 대인 (19+)

* $6 USD(현금) / 여권

* 여권,신분증 지참

LIMITED-EDITIONS TOURS

* 미성년자의 투어임으로 나이트클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from

from

from

from

from

#820-1111 Melville St. Vancouver, B.C. 

NEW
TO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