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품은 9 월~10 월 메이플시즌에 진행 되는 상품입니다.**** 

***미국의 교통국(D.O.T) 법상 5 박 6 일 상품이 보스턴이 없는 상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출발지 ★ 

◆ 후러싱/ 156 가 맥도날드앞 5 시 30 분  

- 주소: 156-03 Northern Blvd, Queens, NY 11354 

◆ 뉴저지/ 한남 주차장 6 시 

- 주소 : 뉴저지 포트리 

◆ 맨하튼/ 신한은행앞 5 시 30 분 

- 주소 : E 32nd 5th Ave NY10001 

♥캐나다 입국시 필요한 사항  

* 무비자 (여권/녹색 출입국증명서)  

* 시민권자(여권)  

* 영주권자(영주권, 여권)  

* 유학생(여권,i-20 원본/학교담당자서명)  

★안내말씀★ 

 

1. 상기 일정은 기상 및 교통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단체 행동에서 이탈하는 일은 삼가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사나 가이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 가이드 와 꼭 사의 하여 주시고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3.미국내의 호텔에는 

치약, 칫솔, 슬리퍼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상비약품과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4.미국의 버스는 대부분 커튼과 안전밸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행 중 차안에서 돌아다니실 수 없습니다.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등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물(병, 뚜껑 있는 컵)은 허용이 됩니다. 또한 여름철 85 도 이상(섭씨 30 도) 될 때 버스에 

오르자마자 쾌적한 컨디션을 처음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든 디젤차량은 규제가 매우 까다로우며 공회전 3 분이상이면 

높은 벌점은 물론 최초 벌금이 $800 부터 시작됩니다.  

5.모든 호텔은 수영장이 구비되어 있으므로(없는 경우도 있음) 수영복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6.특히 공항대기장소나 호텔 로비에서는 개인의 소지품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여행사는 여러 업체와 서비스를 공유하며 여행자에게 호텔숙박, 차량운행, 관광 활동 등의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계약조건에 따라 활동합니다. 여행사와 각각의 직원, 에이전트, 담당인, 그리고 임명된 사람들은 상해, 분실, 손해, 

사고, 또한 어떠한 이유의 의무태만, 결함, 다른 회사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것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분실, 

상해, 손실, 회손, 기타 다른 경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아프거나 날씨, 데모, 전쟁, 테러, 적개심, 자연 상해, 주변법에 의한 모든 

서비스와 수용시설들은 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행사는 가방분실, 개개인에 의한 상황 등 여행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행이 정해진 개개인은 여행자 보험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보험에 따라 경비와 분실, 개인에 여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 호텔 2 인 1 실 

(싱글 사용시 1 박당 $45 별도 발생) 

* 식사(일정표 참조) 

* 안개속 숙녀호(여름철) 혹은 씨닉 터널 (겨울철) 

* 차량 / 가이드 (한인) 

* 우드베리 아울렛 

* 레이크죠지 

  
 

   
* 가이드 TIP 1 인당 USD $10 불씩 

(여행일수 X$10 ) 

* 식사 TIP & 호텔 TIP (1 인당 USD $1 정도)끼당 박당 

* 선택관광 및 개인 비용 

* 마지막 저녁식사는 불포함입니다. 

  
 

 

  

 

1 일차 나이아가라 각 장소 집결 후 헤리스버그 출발하여 나이아가라로 이동(약 6 시간 소요) 

나이아가라 도착 후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 국경 통과 후 캐나다 측으로 이동 

 

▶국경 통과시 차량 통행량과 날씨, 이민국 업무로 인해 예고 없이 일정 변경될수 

있습니다. 

국경 통과시 필요 서류-시민권자(여권),영주권자(영주권,여권),여행자(여권,I-94) 

유학생(여권,I-20 원본/ 학교 담당자 서명) 

 

세계적인 명소인 나이아가라 폭포관광 

★ 관람지역 ★ 

테이블락 전망대, 월풀,꽃시계 등 

 

♠선택관광:스카이론타워 US $30/1 인+ I-MAX 관람 US$20/1 인 =US$50/1 인 

헬기투어 US$150/1 인,제보트 US$120/1 인, 매직쇼 US$90/1 인 

바람의 동굴 US$30/1 인 

 

●매직쇼는 20 시에 시작하므로,참여를 안하시는 분은 호텔로 먼저 체크인 하시게 

됩니다. 

석식 후 호텔 Check-in 및 휴식 

 

☞☞HOTEL : RAMADA PLAZA NIAGARA FALLS HOTEL 혹은 동급 

현지식 

한 식 

   
 

2 일차 나이아가라 

 

토론토 

호텔조식(CBF) 후 안개속 숙녀호 유람선 승선 후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 관광 

(동절기-씨닉터널 대체) 

나이아가라 출발하여 토론토로 이동(약 1 시간 30 분 소요) 

★ 관람지역 ★ 

토론토 시청, 토론토 대학, 주청사 등 

 

♠선택관광:CN 타워 전망대에 올라 토론토 시내 전경 감상(US$40/1 인) 

석식 후 호텔 Check-in 휴식 

호텔식 

한 식 

한 식 



 

☞☞HOTEL : CROWNE PLAZA HOTEL 혹은 동급 

   
 

3 일차 토론토 

 

천섬 

 

몬트리올 

 

드몽드빌 

기상 후 천섬으로 이동하며 간편 조식(도시락) 및 세인트 로렌스 강의 천섬관광 

 

♠선택관광:천섬 유람선 승선하여 천개의섬으로 이루어진별장 (US$40/1 인) 

몬트리올 도착 후 시내관광 

 

★ 관람지역 ★ 

몽로얄 공원, 자끄 까르디에 광장, 올드 몬트리올 

★ 경유지역 ★ 

성요셉 성당, 멕길대학등 

퀘백주의 드몽드빌로 이동  

석식 후 호텔 Check-in 휴식 

**석식:일반식의에 원하는 고객에 한해 몬트리올의자랑 세네토 랍스터 US$30 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HOTEL : QUALITY SUITE HOTEL 혹은 동급  

도시락 

현지식 

한 식 

   
 

4 일차 드몽드빌 

 

퀘백  

 

몬트리올 

 

 

호텔조식(CBF) 후 퀘백으로 이동 (약 2 시간 30 분 소요) 

**단풍뷰포인트 :드몽드빌부터 퀘백시티까지의 메이플로드 

★ 관람지역 ★ 

샤또뜨락 호텔, 로얄 광장, 화가의 거리, 올드 퀘백 타운 

♠ 선택관광 :  

필수>> 스페셜 단풍명소관람 "세인트안 그랜드캐년(CANYON STE-ANNE)$40 

계곡, 숲이 어우러진 경이의 대지연, 협곡의 기암기석과 3 개의 흔들다리가 있고 

6 곳의 뷰포인트로 이루어진 절정 단풍의 관광지  

*몽모렌시폭포 케이블카관광 (US$40/1 인) 

몬트리올 이동  

 

석식 후 호텔 Check-in 및 휴식 

☞☞HOTEL : QUALITY SUITE HOTEL 혹은 동급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5 일차 몬트리올 

 

레이크죠지 

 

뉴욕 

호텔조식(CBF) 후 국경통과 미국 뉴욕주로 이동 

뉴욕주의 아디론덱마운틴을 경유 뉴욕주의 레이크죠지 도착후 중식 

 

레이크의 여왕 레이크죠지 도착 휴식을 겸한 레이크 산책 

 

산정상에서 만끽하는 만산홍엽의 산하대장관(버몬트주와 메사츄세츠까지 전망가능) 

 

우드베리 아울렛 방문 (220 여개의 브랜드가 있는 최대 규모 아울렛) 

*우드베리 아울렛에서의 석식은 자유식으로 고객부담입니다.  

집결지로 이동 후 투어 종료  

호텔식 

현지식 

한 식 

   
 

6 일차 뉴욕 

Groton 

 

뉴포트 

호텔조식(CBF) 후 뉴욕 출발하여 95 번 국도를 따라 커네티컷 주에 위치한 Groton 

으로 이동 (약 3 시간 소요) 

미국 최초의 핵 잠수함인 노틸러스 해상 박물관 견학 

※ USS Nautilus Submarine Force Museum - 세계 최초의 원자력을 이용한 

호텔식 

현지식 

한 식 



 

 

 

 

내슈아 

선박으로 예전 모습 그대로 

재현해 둔 잠수함으로, 박물관은 별도의 해상 및 잠수함 등의 시설이나 자료 등을 

전시한 곳입니다. 

중식 후 동부 최고 휴양지이자 리조트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뉴포트로 이동 (약 1 시간 

10~20 분 소요) 

뉴포트 다운타운의 시포트, 명품 엔틱 거리 등 워킹 투어 

♠ 선택관광 : 브리커 호화 맨션과 뉴포트 제 1 의 클리프웨이 해안도보 투어 

(US$40/1 인) 

※ 철도 갑부 벤더빌트가 13 에이커 대지 위에 지은 이탈리안 르네상스 스타일 

별장으로, 방이 70 여개에 달하는 

대저택으로 뉴포트 여름 별장 중 규모와 내용 면에서 타맨션을 압도한다. 

뉴포트 출발하여 내슈아로 이동 (약 1 시간 10~20 분 소요) 

석식 후 호텔 Check-in 및 휴식 

 

호텔 : RADISSON NASHUA HOTEL 또는 동급 

   
 

7 일차 내슈아 

보스톤 

 

 

뉴욕 

호텔조식(CBF) 후 보스턴으로 이동 

★ 관람 :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투어, 퀸시마켓 등 

★ 경유 : 보스턴 다운타운, 보일스턴 길, 보스턴 커먼, 주의사당 등 

보스톤 출발하여 주변 경관 감상하며 뉴욕으로 귀환 (약 4 시간 30 분 소요) 

투어종료 

♠ 선택관광 :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US$150~ /1 인)-후론트메자니기준 

♠뉴욕야경 (US$60/1 인) 

*뮤지컬요금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야경은 인원별 새로운 차량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호텔식 

현지식 

 

  

  
  

 

  예약시 유의사항 
  

  

예약하신 상품은 성인/어린이 관계없이 2 인 1 실 기준이며 

3 인 1 실 또는 4 인 1 실 사용시 세번째분과 네번째분에게는 관계없이 1 박당 $20 씩 할인이 적용 됩니다 ( 최대 

4 인 1 실까지 가능 )  

 

1 인혼자 방을쓰실경우 1 박당 $45 씩 싱글룸차지가 발생됩니다  

 

성인/어린이 2 인출발로 예약하셔서 1 룸을 사용하실경우 어린이요금 적용이 불가합니다 

 

최소출발인원 약 4-6 인정도로 모객되지 않을경우(여름성수기제외)투어는 취소되며 정확한 출발여부는 약 1-2 일전에 

확정됩니다. 출발여부는 저희 여행사에서 먼저 연락드리오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인원이 적은경우 차량은 작은차량(중형또는밴)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일정표상 명시된호텔은 호텔현지 상황에따라 동급의 호텔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일정표에 표기된 전체일정및 선택관광은 현지사정과 당일기후 그리고 가이드 재량에 따라 조금 조정될수있음을 미리 양해 

드립니다  

 

미국은 각종 서비스비용(팁) 문화가 있습니다.  

1 인당 가이드&드아이버(팁)은 합쳐서 기본하루 $10 씩,호텔 식당팁은 각각 $1 입니다 

 

캐나다측및 그외국경통과지역은 출입국시 지참하셔야하는서류(여권, 신분증등)는 출발전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