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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당일 

★★★ 미팅장소 (2곳 중 택1) ★★★ 

 ① 07:30AM 플러싱 : 156가 노던 한아름 주차장 파리바게트 앞 (Add - 156-4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② 08:30AM 뉴저지 : 한남체인 주차장 (Add -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 가이드 미팅 후 보스턴으로 이동(약 4시간 30분 소요) 

 ▶ 중식 후 보스턴 시내관광 

 ▶ 관람 : 하버드 대학교 방문 및 자유시간, 퀸시마켓 등 

 ※ 점심은 블포함이며 퀸시마켓에서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고객님 부담) 

 ■ 경유 : MIT, 보스턴 커먼, 주청사, 프리덤트레일, 보스톤다운타운 등 

 ▶ 투어종료 후 개별해산 

  

 ※ 본 상품은 보스턴/뉴포트 1박2일 투어와 함께 진행됩니다. 

 ※ 본 상품의 뉴욕복귀는 보스턴 현지 고속버스를 탑승하시고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하차하며 

     도착예정 시간은 약 23:00~다음 날 1:00AM, 교통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투어종료 후 버스 터미널까지는 개별적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가이드/차량 제공 없음) 

 ※ 뉴욕복귀시 현지 고속버스 비용 포함(단,예약시점에 따라 버스이용료가 1인 $20이 넘을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 

 

 ▶ 메가버스 탑승 안내 - 

 ※ 메가버스 탑승 시간: 오후5시 또는 5시 30분 관광을 마친 후 메가버스 시간에 맞추어 South Station 으로 이동 

 ※ South Station : 700 Atlantic Ave, Boston, MA 02110 

 ※ 뉴욕 도착장소: 34th St between 11th Ave and 12th 

1인 지상비  US$199 

포함사항 
1. 차량, 2. 가이드/기사 3. 관광지 입장료 4. 보스톤->뉴욕귀환 버스비(편도 1회, 단, 예약시점에 따라 버스이용료가 1인 

$20불이 넘을 경우는 관광비에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불포함사항 1. 기사/가이드 팁(1인당 $15/day), 2. 비자피, 생수값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4. 자유식(1회, 고객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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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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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 

HOTEL :  

조식 :    X                          중식 :  자유식(고객님 부담)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