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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내 더보기 투어 

★★★ 미팅장소 (3곳 중 택1) ★★★ 

 ① 08:00AM 플러싱 : 156가 노던 한아름 주차장 파리바게트 앞 (Add - 156-4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② 08:00AM 뉴저지 : 한남체인 주차장 (Add -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③ 09:00AM 맨하탄 : 신한은행 옆 정관장 앞 (Add - East 32nd 5th Ave, NY 10016) 

 

▶ 가이드 미팅 후 투어 시작 

▶ "NEW" I LOVE NEW YORK - 뉴요커처럼 1일 살기(2022 최신 트렌드 유행 따라잡기)  

□ 뉴욕 맨하탄의 핫 스팟 유행장소 - 고객님 걸어보고서 

- 무한도전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덤보지역으로 이동 

□ 뉴욕 최고의 인기 핫스팟 덤보지역 관광(BMW 다리를 전경으로 맨하탄 전경을 한눈에 보기)  

◈ 추천1: 브루클린 브릿지 배경으로 엠파이어 풀톤 페리 에서 인증샷 남겨보기  

◈ 추천2: Time Out Market New York 관광 및 탑층에서 맨하탄 전경 바라보기 

◈ 추천3: 페블비치에서 맨하탄 전경 바라보기  

▶ 맨하탄 브릿지를 건너 맨하탄으로 입성 

▶ 미국에 오면 반드시 먹어봐야하는 뉴욕3대피자로 중식진행 

□ 지금 가장 주목받는 맨하탄의 NEW 랜드마크 베슬(Vessel) 외부관람 및 허드슨 야드 관람  

□ 하늘위의 공원 하이라인파크 도보 트레킹 & 뷰 포인트 관람  

□ 보는 재미, 먹는 재미, 수많은 매장이 있는 첼시마켓 자유관광  

□ HOT SPOT 맨하탄에 오픈한 전세계 4번째인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방문 

- (시애틀 , 상하이 , 밀라노 그리고 첼시 매장 OPEN) 신선한 원두를 직접고를수있고, 특별한 스타벅스메뉴를 즐길수 있는 맨하탄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된 이곳에서 커피 마시며, 여유시간 즐겨보기 (개인비용)  

▶ 석식없이 개별해산 (탑승장소에서만 하차가 가능합니다) 

1인 지상비  US$199 

포함사항 1. 차량, 2. 식사, 3. 가이드/기사 

불포함사항 1. 기사/가이드 팁(1인당 $15/day), 2. 비자피, 생수값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비상연락처 
푸른투어 Office ☎ 201-778-4000 //☎ 플러싱지사 718-928-3333// 홍민정 실장 ☎ 201-708-5050 // 24시간 비상연

락처 ☎ 201-469-5555 

참고사항 

1. 본 상품은 현지 합류상품으로, 현지에서 예약하신 고객들과 합류하여 진행됩니다.  

2. 합류인원은 지역별(뉴욕시내, 미동부, 캐나다)로 나뉘어 합류되며, 가이드는 미팅/미동부/캐나다/샌딩으로 나뉘어 배정

될 수 있습니다. 

3. 차량은 투어 인원에 따라 "인원별" 차량 제공됩니다. (7인승 밴/15인승 밴/중형버스/대형버스) 

4. 기사/가이드 팁은 1인당 1일 $15 입니다. (ex. 3박4일 투어할 경우 - $15 X 4일 = $60/1인) 

5. 해외 여행자 보험은 불포함입니다. 출국 전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6. 1인 예약시 공항미팅 & 샌딩비용은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편도당 $70/1인) 

7. 일정은 항공 및 현지도로, 기후 등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뉴욕 

HOTEL :  

조식 :    X                          중식 :  뉴욕 3대 피자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