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장소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제1일 뉴욕 전용차량 오후 뉴욕 (JFK / LGA) OR 뉴저지 (EWR) 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수,토 석식 후 호텔투숙

★선택관광: 브로드웨이 뮤지컬 $120~

※뮤지컬 티켓 가격이며 관람 후 호텔까지는 한인콜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공연및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HOTEL : Holiday Inn Somerset 혹은 동급

제2일 뉴욕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볼티모어 경유하여 워싱턴으로 이동 (약 4시간 30분소요)

목,일 워싱턴DC로 이동. 이동 중 점심 식사

워싱턴DC 워싱턴DC도착 및 관광

★관람지역 : 자연사박물관, 백악관, 국회 의사당, 제퍼슨 기념관 , 링컨 기념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경유지역 : 워싱턴 기념탑, Hotel Washington, 조폐국, 유태인 박물관 등

석식 후 호텔투숙

HOTEL : Wingate by Wyndham Harrisburg 혹은 동급

제3일 워싱턴DC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출발

금,월 나이아가라로 이동

나이아가라 ★관람지역 : 테이블락, 꽃시계, 월풀

★경유지역 : 아담백경 수력발전소, 세계에서 제일작은 교회,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퀸빅토리아 플레이스 등

[상기 일정은 시간 관계상 다음 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도착 후 폭포주변 관광 및 기념품점 방문 (G-UP : 1-905-708-9050)

▶국경 통과시 차량통행량과 날씨,이민국 업무로인해 일정 변경이 예고 없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시민권자(여권), 영주권자(영주권, 여권), 여행자(여권)

                   유학생(여권,I-20원본/학교담당자서명)

★선택관광: 캐나다 옵션 $50 (IMAX & 스카이론타워) 젯보트 $130, 헬리콥터 $150, 매직쇼 $90, 바람의 동굴 $30

★★동부관광만 진행할 수 있는 옵션!! 스카이론타워 스테이크특식+ IMAX $95★★

스카이론 타워와의 독점계약 체결로 오직 동부관광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60° 회전하는 레스토랑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내려다보며 즐기는 스테이크

▶매직쇼를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참여를 안하시시는 관광객분들은 호텔로 먼저

   체크인 하시게 됩니다.

석식 후 호텔 투숙(10-11:30PM 예정)

HOTEL : Days Inn Niagara Falls (Non‐Falls View) 혹은 동급

제4일 나이아가라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7:30~8AM) 나이아가라폭포 주변 관광과 선택관광

토,화 씨닉터널[겨울] / 안개속 숙녀호[여름]로 이동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와이너리로 이동하여 견학 및 시음 

※아이스와인 공장 방문 및 쇼핑은 국경 통과 시간이나 연방 DOT에 규정된 차량운행시간에 따라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식 후 토론토로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오후 토론토로 도착 후 간단한 시내관광

★관람지역 : 신시청, 구시청, 토론토대학, 주의사당

★경유지역 : 스카이돔, 한인타운, 토론토 월스트리트 등

★선택관광: CN타워 $40,

▶일정 진행상 상기 선택관광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토론토 저녁식사 후 Eastern 토론토로 이동(약 30분 소요)

호텔 투숙 후 휴식(9PM 예정)

HOTEL : Toronto Don Valley Hotel 혹은 동급

제5일 토론토 전용차량 전일 *** 5월 ~ 10월 (천섬 유람선 운행기간) ***

일,수 이동 중 조식 후 온타리오 호수를 따라 천섬으로 이동

천섬 ★선택관광: 천섬 유람선 $40

오타와 *** 11월 ~ 4월 (그 외기간) ***

이동중 조식 후 오타와로 이동

★관람지역 : 팔리아먼트(국회의사당), 리도홀(총독관저)

★경유지역 : 리도운하, 오타와 강과 퀘벡주(미술관, 박물관), 대사관 길 등

몬트리올 몬트리올로 이동 

★관람지역 : 몽로얄공원, 노틀담광장 (노틀담광장은 까르띠에 광장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경유지역 : 까르띠에 광장, 성요셉성당, 멕길 대학교, 노틀담성당 등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Gouverneur Saint‐Jean‐sur‐Richelieu 혹은 동급

조:호텔식

중:한   식

석:현지식

상   품   명 미동부+캐나다+보스턴+뉴포트/뉴욕 

상 품 번 호 AEO11491

포 함 사 항 자유의 여신상 페리 +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 + 나이아가라 안개숙녀호 (겨울:씨닉터널)

중or석:    
한   식 

(한끼제공)

조:호텔식

중:한   식

또는 현지식

석:한   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조:호텔식

중:한   식

석:한   식



날짜 장소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제6일 몬트리올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퀘벡으로 이동(약 2시간 30분)

월,목 퀘벡에서 시내관광

퀘벡 ★관람지역 : 샤또프롱트냑 호텔, 프띠 샹플랭, 화랑가, 구시가지, 왕의 산책로

★경유지역 : 라발대학교, 아브라함 대평원, 시타델요세 등

몬트리올 ★선택관광 : 몽 모렌시 폭포 $40

몬트리올로 이동 

석식 후 호텔투숙

HOTEL : Gouverneur Saint‐Jean‐sur‐Richelieu 혹은 동급

제7일 몬트리올 전용차량 전일 조식 후 몬트리올 출발

화,금 ▶국경 통과시 차량통행량과 날씨,이민국 업무로인해 일정변경이 예고없이 될 수 있습니다.

우드베리 쇼핑아울렛으로 이동

우드베리 쇼핑아울렛에서 쇼핑시간

우드베리 ※중식은 불포함이며 쇼핑을 즐기시면서 푸드코트에서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우드베리 쇼핑아울렛은 일정상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으로 이동

★선택관광 : 맨하탄 야경 $40

 * 첼시 지역으로 이동 후, '하이라인 파크 & 첼시 마켓 관람'

   : 하이라인 파크 : 오래된 철로를 이용하여 맨하탄에 조성한 공원

   : 첼시마켓 : 예전 쿠키공장을 개조하여 만든 재래시장

 * 차이나 타운, 소호, 그리니치 빌리지를 경유하며 '시내 야경 감상'

록펠러 센터 및 타임스퀘어 자유시간

뉴저지 자유시간 후 호텔투숙

HOTEL : Courtyard by Marriott Parsippany 혹은 동급

제8일 보스턴 전용차량 전일 조식 후 출발

수,토 보스턴으로 이동

중식 후 보스턴 시내관광

★경유지역 : 프리덤트레일, 보일스턴길, 주의사당, 보스턴 커먼, 비콘힐, 메사츄세츠 주법원 등

★관람지역 : 퀸시마켓,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 

★선택관광 : 보스턴 랍스터 특식 $70

석식 후 호텔투숙

HOTEL : Holiday Inn Mansfield 혹은 동급

제9일 뉴포트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뉴포트로 이동

목,일 대서양의 보석이라 일컫는, 대부호들의 아름답고 웅장한 별장들이 즐비한 뉴포트 지역 관람

★선택관광 : 마블하우스 $40 혹은 대서양 크루즈 탑승 $40

중식 후 뉴저지로 이동

석식 후 호텔투숙

HOTEL : Clinton Inn Tenafly 혹은 동급

제10일 뉴욕 전용차량 전일 조식 후 맨하탄 관광

금,월 ★경유지역 : 워싱턴 광장, 소호, 차이나타운, 월스트리트,UN본부, 32가 한인타운 

                 락펠러 센터, 센트럴파크, 5번가 명품 거리, 타임 스퀘어, UN본부

★관람지역 : 자유의여신상 유람선 탑승,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 센트럴파크

★선택관광: 스카이라이드 $30

뉴욕 (JFK / LGA) OR 뉴저지 (EWR) 공항으로 이동. 행사종료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d

※

※ 싱글룸 비용은 미국측 $45/DAY, 캐나다측 $50/DAY 입니다

※ 옵션상품은 일정 및 현지사정 상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이드팁은 1인 $10/DAY, 호텔팁 1인 $1/DAY, 식사팁 1인 $1/식 입니다. (경비에 불포함 사항입니다)

※ 일행이 없이 혼자 오시는 경우 단독 1인 행사비[픽업,샌딩] $50 추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이전에 도착하는 경우 별도의 심야 픽업비 $50  추가 됩니다.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불포함

조:호텔식

중:한   식

조:호텔식

중:한   식

또는 현지식

석:한   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