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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3 박 4 일(토출발)
일 자

지 명

세 부 일 정

비 고

-LA 한인타운 오전 9시 출발

제 1 일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이동하여 중식 -덴마크 민속 마을인 솔뱅 관광

솔뱅

-태평양의 보석이라 불리는 몬트레이 17마일 드라이브 관광

중: 현지식

-샌프란시스코 도착하여 석식

석: 현지식

몬트레이
샌프란시스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호텔 : CROWNE PLAZA HOTEL, SAN JOSE 또는 동급
-버클리 대학 방문
-샌프란시스코 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페리 빌딩 관광
(타임지 선정 샌프란시스코 10대 관광지로 선정된 곳)
-선택관광: 샌프란시스코 캐이블카 ($10)

제 2 일

샌프란시스코

-중식 후 금문교 및 피셔맨스워프 관광, 금문교 직접 걷기
* 선택관광 : 베이크루즈 유람선 ($30)
-영화와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예술의 전당(Palace of Fine Art)

조: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예술인의 마을 “소살리토”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호텔 : HILTON HOTEL, OAKLAND 또는 동급
- 조식후 관광 출발
- 미국의 금강산 요세미티 국립공원 도착
- 엘카피탄 바위, 면사포폭포, 해프돔 바위, 요세미티 폭포 등
요세미티

(요세미티 국립공원내에서 약4시간을 여유있게 즐깁니다) ☞ 선택관광 :
요세미티 오픈 에어트램 ($30/1인)

제 3 일

프레즈노

- 트램을 타고 요세미티를 여유있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 여름철 (5월~9월) 만 진행가능한 선택관광입니다, 그 외 기간은
공원셔틀로 진행합니다.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 현지사정에 따라 에어트램옵션은 점검,기후 등의 이유로 진행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프레즈노 로 이동하여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호텔 : RADISSON HOTEL, FRESNO 또는 동급
-조식 후 관광 출발
제 4 일

바스토우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의 농장지대를 경유

조: 호텔식

-바스토우 도착하여 중식

중: 한

-로스앤젤레스로 이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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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도착 후 자유해산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천재지변 등에 의한 일정의 취소 및 변경에 대해서는 본사의 책임이 없으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및 분실에 대해서도 본사의 책임이 없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 above tour itinerary is subject to change.
▶ 준비물 : ID, 개인상비약, 세면도구, 운동화, 잠바, 모자, 선글래스 등
▶ 가이드 / 드라이브 하루 봉사료는 1인 $10 입니다.
예) $10 x 4일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