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사

USATOUR, INC.

3460 Wilshire Blvd. #124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637-0234,Fax:(213)986-3085,E-mail: eusatour@gmail.com

미동부(워싱턴/나이아가라/뉴욕) 3 박 4 일 상품안내
행 사 명

미동부(워싱턴/나이아가라/뉴욕) 3박4일 탐방

인

목, 일요일 합류 상품

원

행사요금

2인1실 기준 $349 x 2인 = $698
3인1실 기준 $319 X 3인 = $957
4인1실 기준 $299 X 4인 = $1,196

포함사항
불포함 사항

가이드, 차량, 식사(일정표 명기)
1) 항공료
2) 가이드/식사/호텔의 팁 등 개인 경비.
3) 일정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식사
4) 선택관광

현지 연락처
Remark

USA Tour, Inc. 비상연락처 1-213-637-0234 또는 무료전화 1-877-365-9090
1.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일정이나 컨디션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2. 준비물: 사진이 부착된 ID(여권, 영주권, 운전면허증), 외투, 간편한 복장, 운동화, 잠바, 칫솔,
치약, 개인상비약(두통, 복통약 등) 카메라 등
3. LGA, EWR, JFK 도착을 하셔서 BAGGAGE CLAIM 으로 오시면 가이드 미팅이 됩니다.
4. 미국에서 팁은 하나의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팁을 지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신 후 식탁에 일인당 $1 씩
나) 호텔에서: 체크아웃 전 침대 옆 테이블에 $1 씩
다) 관광가이드와 운전기사: 손님 일인당 하루에 $10 씩 예) $10 X 5 일(4 박 5 일) = $50
- 단, 만 36 개월 미만은 제외입니다.
* 선택관광 안내 (각 1 인당 요금)
(1) 나이아가라 폭포 안개속의 숙녀호 $30(5~9 월만 가능)
(2) 나이아가라 폭포 씨닉터널$30 (동절기) 또는 바람의 동굴(하절기) $30
(3) 나이아가라 폭포 제트 보트 $130(여름) / 헬기투어 $150,
(4) 코닝 유리 박물관 $25
(5) 캐나다측 나이아가라 폭포관광 $50(스카이론, I-MAX 포함) * 필수옵션(캐나다측 숙박시)
(6) 뉴욕야경관광 $40 / 브로드웨이 뮤지컬 $150(당일 티켓좌석에 의해 변동)
(7) 뉴욕 입장료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전망대 + 자유의 여신상 승선료: $70
* 옵션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모든 여행사의 옵션요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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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워싱턴/나이아가라/뉴욕) 3박4일 일정표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제 1 일 워싱턴 D.C. 전용버스 전 일
(목, 일)

일

정

식사

오후 1 시 30 분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앞 가이드 조: X
중: X

미팅 후 워싱턴 시내관광
(백악관, 링컨기념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회의사당 등)

석:한 식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까지는 개별적으로 오셔야 합니다
주소: 10th St. &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560
전화: 202-633-1000
메트로: Federal Triangle(Blue/Orange)
웹사이트: www.mnh.si.edu
개관시간: 10am ~ 5:30pm
호텔: Country Inn & Suites By Carlson Gettysburg 또는 동급
제 2 일 워싱턴 D.C 전용버스 전 일

조식 후 나이아가라로 출발

조:호텔식

(금, 월)

중식 후 나이아가라 폭포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중:현지식

☞선택관광: 캐나다측 나이아가라 폭포관광 $50

석:한 식

나이아가라

(스카이론, I-MAX 포함.

* 캐나다측 숙박시 필수옵션 )

식사업그레이드 $60 추가(스카이론타워 스테이크)
** 캐나다 측 나이아가라 관광 후 미국국경 통과시 필요 서류 ***
- 시민권자 : 유효한 여권 / 영주권자 : 유효한 영주권카드
- 방문/관광: 유효 여권 + I-94
- F 1, J1 : 유효 여권 + I-20, DS 2019 등 해당 서류 REENTRY 란에 관련 담당자의 서명 필요
호텔: RAMADA PLAZA 또는 동급
제 3 일 나이아가라 전용버스 전 일

조식 후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조:호텔식

(토, 화)

(월풀, 테라핀포인트, 테이블락 관망대, 수력발전소, 꽃시계 등)

중:현지식

☞선택관광:

석:한

뉴 욕

(1) 안개속의 숙녀호 $30(5~9 월만 가능)
(2) 씨닉터널(동절기) 또는 바람의 동굴(하절기) $30
(3) 나이아가라 폭포 제트 보트 $130(여름) / 헬기투어 $150,
중식 후 뉴욕 출발
☞ 선택관광: 우드베리 아울렛 $30/프리미엄 쿠폰불 $10 증정
(약 260여개의 명품매장이 있는 미국 최대의 아울렛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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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후 호텔 투숙
☞ 선택관광: 뉴욕 야경관광 $40 (록펠러전망대 $30추가)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와 허드슨강에서 바라본 맨하탄 실루옛 야
경 감상)
뮤지컬(맘마미아 혹은 오페라의 유령 주중 $150 부터, 주말
$200 부터)
호텔: HOLIDAY INN SADDLE BROOK(201-843-0600) 또는 동급
제4일
(일, 월)

뉴 욕

전용버스 전 일

조식 후 관광 출발

조:호텔식

뉴욕 시내관광: 자유의 여신상(승선), 성요한성당, 엠파이어

중:현지식

스테이트빌딩, 센트럴파크, 메트로폴리타박물관, 록펠러센터, 워싱톤
광장, 그리니치 빌리지, 소호 등
☞ 필수선택관광: 뉴욕시내 입장료 $70 (자유의 여신상 승선료 +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전망대)
☞ 선택관광: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스카이라이드 $30
공항으로 이동,


뉴욕 출발(오후 7 시 이후 항공편권장)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석: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