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GLENVIEW : 847-759-8813, SCHAUMBURG : 847-285-3219

(6박7일) 워싱턴/나이아가라/뉴욕
일자

제1일
(토)

장소

뉴욕

세 부

일

정

뉴욕(JFK/LGA), 뉴저지(EWR) 공항도착 및 가이드미팅
석식 후 호텔 투숙
♣ 선택관광: 브로드웨이 뮤지컬 $120~/인당 ♣
※ 뮤지컬 티켓 가격이며 관람 후 호텔까지는 핚인콜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공연 및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 사

중 OR 석:
핚식
(핚끼제공)

HOTEL: HOLIDAY INN SOMERSET 혹은 동급
뉴욕
워싱턴
DC
제2일
(일)

호텔 조식 후
볼티모어 경유하여 워싱턴이동(약4시간30분)
이동 중 점심식사
★ 관람지역: 자연사박물관, 백악관, 국회의사당,
제퍼슨기념관, 링컨기념관,
핚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 경유지역: 워싱턴 기념탑, Hotel Washington,
조폐국, 유태인박물관 등
석식 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핚 식
또는 현지식
석: 핚

식

HOTEL: WINGATE BY WYNDHAM HARRISBURG
워싱턴
DC
나이아
가라

제3일
(월)

호텔 조식 후 나이아가라로 이동
★ 관람지역: 테이블락, 꽃시계, 월풀
★ 경유지역: 아담백경 수력발전소,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퀸 빅토리아 플레이스 등
[상기 일정은 시간 관계상 다음 날 행사핛 수도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도착 후 폭포주변 관광 및 기념품점 방문
(G-UP: 1-905-708-9050)
♣ 필수관광: 캐나다옵션 $50(IMAX&스카이론타워)
♣ 선택관광: 젯보트 $130, 헬리콥터 $150, 매직쇼
$90, 바람의동굴 $30
스카이론타워 스테이크특식+IMAX $90
(360도 회전하는 레스토랑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내려다보며 즐기는 스테이크)
매직쇼는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참여를 안하시는
관광객분들은 호텔로 먼저 체크인 하시게 됩니다.
▶▶ 국경통과 필요서류 : 시민권자(여권),
영주권자(영주권,여권), 여행자(여권),
유학생(여권, I-20 원본/학교담당자서명)
※ 국경통과시 차량과 날씨, 이민국 업무로 인해 일정
변경이 예고 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HOTEL: DAYS INN NIAGARA FALLS 혹은 동급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핚

식

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GLENVIEW : 847-759-8813, SCHAUMBURG : 847-285-3219

일자

제4일
(화)

장소

세 부

일

정

식 사

호텔 조식 후(7:30~8:00AM)
나이아 나이아가라폭포 관광과 선택관광
가라 씨닉터널[겨울] / 앆개속 숙녀호[여름]로 이동 나이아
조: 호텔식
가라 폭포 관광
중: 핚 식
와이너리로 이동하여 아이스와인 공장견학 및 시음
※ 아이스와인 공장 방문 및 쇼핑은 국경 통과 시간이
나 연방 DOT에 규정된 차량운행시간에 따라 일정이 석: 핚 식
짂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중식 후 뉴저지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COURTYARD BY MARRIOTT PARSIPPANY

제5일
(수)

호텔 조식 후 보스턴으로 이동
중식 후 보스턴 시내관광
★ 경유지역: 프리덤트레일, 보일스턴길, 주의사당,
보스턴커먼, 비콘힐, 메사츄세츠 주법원 등
보스턴 ★ 관람지역: 퀸시마켓,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
♣ 선택관광: 보스턴 랍스터 특식 $70♣
석식 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핚 식
또는 현지식
석: 핚

식

HOTEL: HOLIDAY INN MANSFIELD 혹은 동급

제6일
(목)

호텔 조식 후 뉴포트로 이동
대서양의 보석이랑 일컫는 대부호들의 아름답고 웅장
핚 별장들이 즐비핚 뉴포트 지역 관람
뉴포트 중식 후 뉴저지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핚

식

HOTEL: COUTYARD BY MARRIOTT PARSIPPANY
호텔 조식 후 맨하탄 관광

제7일
(금)

뉴욕

★ 경유지역: 소호, 차이나타운, 월스트리트, UN본부,
32번가 핚인타운, 시청, 그라운드제로, 배터리파크, 사
우스 씨포트, Pier17, 5번가 명품거리, 락펠러센터,그렌 조: 호텔식
드 센트럴 터미널, 타임스퀘어, 세인트패트릭 성당, 뉴
욕시립도서관 등
중: 핚 식
★ 관람지역: 자유의 여싞상 유람선 탑승,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 센트럴 파크
♣ 선택관광: 인트레피드박물관$30 ♣

뉴욕 (JFK/LGA), 뉴저지(EWR) 공항으로 이동
★ 상기일정은 현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상연락처: 출발 3일전 여행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행이 없이 혼자 오시는 경우 단독 1인 행사비[픽업, 샌딩] $50 추가
★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이전에 도착하는 경우 별도의 심야 픽업비 $50 추가됩니다.
★ 항공권 요금은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으며, 투어 요금은 뉴욕도착일 기준 2주 전 취소 시 캔슬비
$120/방이 부과됩니다.
★ 싱글룸 비용은 미국측 $45/DAY, 캐나다측 $50/DAY 입니다.(시즌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옵션 상품은 일정 및 현지사정상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이드팁은 1인 $10/DAY, 호텔팁 1인 $1/DAY, 식사팁 1인 $1/식 입니다.(경비에 불포함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