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사

USATOUR, INC.

3450 Wilshire Blvd. #30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637-0234, Fax:(213)986-3085, E-mail: eusatour@gmail.com

미 동부 / 캐다다 동부 7박 8일 상품안내
상 품 명
출발일

미동부(뉴욕/워싱턴/나이아가라/토론토/오타와/몬트리얼/퀘백/보스턴/뉴욕) 7박8일 탐방
매주 수, 토요일
2인1실 기준 $689 x 2인 = $1,378

행사요금

3인1실 기준 $654 X 3인 = $1, 962
4인1실 기준 $634 X 4인 = $2,536

포함사항
불포함 사항
현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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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공료

USA 투어 본사 전화 1-213-637-0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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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으로 오시면 가이드 미팅이 됩니다.
4) 미국에서 팁은 하나의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팁을 지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신 후 식탁에 일인당 $1씩
나) 호텔에서: 체크아웃 전 침대옆 테이블에 $1씩
다) 관광가이드와 운전기사: 손님 일인당 하루에 $10씩 예) $10 X 9일(8박9일) = $90
* 선택관광 안내 (각 1인당 요금)
(1) 나이아가라 폭포 안개속의 숙녀호(Maid of Mist) $30(5~9 월만 가능)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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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토론토 CN 타워 $40
(7) 천섬 유람선 $40
(8) 몽모랑시(Montmorency Fall) 폭포 관광 $40
(9) 우드버리 아울렛 쇼핑몰 방문 $30
(10) 뉴욕 입장료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전망대 + 자유의 여신상 승선료: $70
(11) 뉴욕야경관광 $40 / 브로드웨이 뮤지컬 $150(당일 티켓좌석에 의해 변동)


옵션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모든 여행사의 옵션요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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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부 / 캐다다 동부 7박 8일 일정표
일 자

장

소

제1일

출발지

(수, 토)

뉴욕

교통편

시 간
전 일

일

정

식사

출발지 출발

조: X

뉴욕 도착

중: X

* LGA, EWR, JFK 도착, BAGGAGE CLAIM 에서 가이드 미팅

석:한

식

항공일정에 따라 석식 및 뉴저지 지역 호텔체크인
(석식은 오후 9 시이전 미팅시 가능합니다)
* 뉴욕 맨하튼에서 미팅을 원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오후 5 시 30 분 맨하튼 32 가 한인호텔 스텐포드호텔
로비에서 미팅 후 뉴저지로 이동, 석식 후 지정된 뉴저지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스텐포드 호텔 웹사이트: http://www.hotelstanford.com/
- 주소: 43 W 32nd St. New York, NY 10001
- 전화 1-212-563-1481
* 미국입국카드에 아래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 명기 바랍니다
HOLIDAYINN SADDLEBROOK HOTEL 또는 동급
129 Pehle Avenue Saddle Brook, NJ 07663
TEL. 1-201-845-7800
(호텔은 예약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호텔: HOLIDAY INN SADDLE BROOK(201-843-0600) 또는 동급
제2일

뉴

욕

전용버스

전 일

(목, 일)
워싱턴

조식후 뉴욕 출발, 워싱턴으로 이동 (버스로 4시간거리)

조:호텔식

워싱턴 도착 후 시내관광

중:한

식

(알링턴 국립묘지, 링컨기념관, 한국전쟁기념관, 제퍼슨기념관, 석:현지식
스미소니언박물관, 국회의사당 등)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Sleepinn & Suite or Same Class

제3일

워싱턴

(금, 월)
나이아가라

전용버스

전 일

조식 후 나이아가라로 출발

조:호텔식

중식 후 코닝유리박물관(옵션 $25) 나이아가라 도착

중:현지식

석식 후 호텔 투숙

석:한

☞선택관광: 캐나다측 나이아가라 폭포관광 $50(필수옵션)
(스카이론타워 전망대 + IMAX 영화)
식사업그레이드 $60 추가(스카이론타워 스테이크)
호텔: RAMADA PLAZA or Same Class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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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나이아가라

전용버스

전 일

(토, 화)
토론토

기상 및 조식(호텔식)

조:호텔식

조식 후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중:한

식

☞선택관광: MAID OF MIST 호(안개속의 숙녀호) 승선료 $30

석:한

식

(5~9 월까지만 운행하며, 아메리칸 폭포(American Falls)에서
시작하여 말굽형 폭포(Horseshoe Falls)인 캐나다 사이드 폭포물이
떨어지는 곳까지 이동하며 관광)
나이아가라 포폭 캐나다측 주변관광
(월풀, 테라핀포인트, 테이블락 관망대, 수력발전소, 꽃시계 등)
☞선택관광: 제트보트 탑승 $130(여름),
헬기탑승 $150,
씨닉터널(동계) 또는 바람의 동굴(하계) $30
토론토로 이동 및 중식 후 시내관광
(토론토 신시청, 구시청, 온타리오 주의사당, 토론토 한인촌,
퀸즈타운, 토론토 대학, 토론토 월스트리트 등)
☞선택관광: CN 타워: $40
(캐나다 내셔널 타워 Canada National Tower, 고속 엘레베이터로
전망대(533m)에 올라서서 토론토 시내 전경을 360도 파노라마
감상).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Holiday Inn Toronto or Same Class
제5일

천

섬

전용버스

전 일

기상 후 조식(호텔식)

조:호텔식

조식 후 천섬 파크웨이를 따라 세인트 로렌스 강 유역에 위치한 중:한

(일, 수)
몬트리얼

천혜의 1,800여개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천섬 방문

석:한

☞선택관광: 천섬(Thousand Islands) 유람선: $40
(북미 인디언들이 '신의 정원(Garden of the Great Spirit)으로
부르는 1,800여개의 크고 작은 섬에 지워진 전세계 부호들의
가지 각색의 호화스러운 별장들과 천혜의 수 많은 섬들을 감상)


천섬이 얼어붙는 동계(11~3월)시즌은 천섬관광 대신 오타와
시내관광으로 대체합니다. .

중식 후 몬트리올 도착 후 시내 관광
(기적을 일으키는 성요셉 성당( St Joseph Church), 아름다운
몽로얄(Mont Royal Park)에서 내려다 보는 몬트리올 전경, 350년
역사의 몬트리올 구시가지(Old Montreal), 자끄 까르띠에

광장

(Place Jacques Cartier), 노틀담 대성당(Notre Dame Church),
차이나 타운 등)
시내관광 후 트루아리비에르로 이동

식
식

㈜미국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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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후 호텔 투숙
♣ 토론토- 천섬 소요 시간: 약 3시간 소요
♣ 몬트리올-트루아리비에르: 약 1시간 30분 소요
호텔: GOURVERNEUR HOEL CLASS
제6일

몬트리얼

전용버스

전 일

(월, 목)
보스턴

조식 후 퀘벡으로 이동, 도착 후 중식

조:호텔식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도시 퀘벡 시내 관광

중:현지식

(올드 퀘벡, 퀘백 주청사, 듀프린 테라스 등)

석:한

식

☞선택관광: 몽모랑시(Montmorency Fall) 폭포 관광 $40
(높이 83미터로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30미터나 높으며, 폭포
바로 위로 교각(서스펜스 브릿지)을 통해 여러각도로 폭포체험)
국경지역으로 이동
** 캐나다에서 미국국경 통과시 필요 서류


시민권자 : 유효한 여권 / 영주권자 : 유효한 영주권카드



방문/관광 VISA 또는 무비자 : 유효 여권 + I-94



F 1, J1 VISA : 유효 여권 + I-20, DS 2019등 해당 서류
RE-ENTRY 란에 관련 담당자의 서명 필요

국경 통과 후 보스턴으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 트로아리비에르-퀘벡 소요 시간 : 약 1시간 20분 소요
♣ 퀘벡-보스턴 : 약 6시간 30분 소요
호텔: Hampton Inn Concord or Same Class
제7일

보스턴

(화, 금)
뉴욕

전용버스

전 일

조식 후 보스턴 시내관광

조:호텔식

(하버드대학, MIT 대학, 미국최초의 공원인 커먼공원, 주청사,

중:현지식

미국최초의 재래식 시장인 퀸시마켙 등)
중식 후 뉴욕 출발
☞ 선택관광: 우드베리 아울렛 $30/프리미엄 쿠폰불 $10 증정
(약 260여개의 명품매장이 있는 미국 최대의 아울렛몰)
석식 후 호텔 투숙
☞ 선택관광: 뉴욕 야경관광 $40 / 뮤지컬 $150 예상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와 허드슨강에서 바라본 맨하탄 실루옛
야경 감상)
호텔: HOLIDAY INN SADDLE BROOK(201-843-0600) 또는 동급

석: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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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일
(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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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이후 항공편권장)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석: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