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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가라 1박2일 

★★★ 미팅장소 (2곳 중 택1) ★★★ 

 ① 06:00AM 플러싱 : 156가 노던 한아름 주차장 파리바게트 앞 (Add - 156-4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② 07:00AM 뉴저지 : 한남체인 주차장 (Add -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 가이드 미팅 후 나이아가라로 이동(약 8시간 소요) 

▶ 중식 후 

 

<미국측 숙박> 

▶ 미국측 관광을 마친후 미국측 호텔 체크인후 자유관광 

 

※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시지 않고 미국에 숙박하시는 손님분들의 경우, 미국측에서 다음날 가이드님을 다시 만날때까지 개별적으로 자

유시간을 보내십니다(가이드 미동행).  

※ 석식은 가이드가  1인 $10씩 나눠드립니다(자유식) 

▶ 추천관광 

1) 나이아가라 폭포(미국측) 관광 : 염소섬 

2) 세네카 나이아가라 리조트 카지노 

3) 나이아가라 미국측 폭포(아메리칸 폴스) 

4) Maid of the Mist Boat tour(아메리칸 폴스 크루즈)  

▶ 미국측 숙소: HOTEL : QUALITY HOTEL & SUITES AT THE FALLS 또는 동급 

**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측 숙박> 

▶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 국경통과하여 캐나다측 나이아가라로 이동 

 

★ 캐나다 국경 통과시 필요서류 

1인 지상비  US$399 

포함사항 1. 차량, 2. 식사, 3. 가이드/기사 4. 관광지 입장료 (HORNBLOWER 또는 씨닉터널) 

불포함사항 
1. 기사/가이드 팁(1인당 $15/day), 2. 비자피, 생수값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4. 식당팁(일반식 -  U$2/1인,1식 & 특별

식 - $5~$10/1인,1식)  5. 싱글차지(1박당 U$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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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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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여권), 유학생(여권 & I-20 원본 및 학교담당자 서명), 영주권자(여권,영주권), 시민권자(여권), 백신접종 확인서(영문) 

※ 2022년 4월 1일부터 캐나다 입국시 백신 접종 완료자는 PCR 또는 항원검사 서류 필요없이 입국 가능, 미접종자는 입국 불허 (백신

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이 지난자) 

※ 캐나다-미국간 국경에서는 국경 통과시 모든 종류의 과일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이점을 숙지하시어 국경통과시 과일을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아가라 폭포(캐나다측) 관광 

 □ 관람 : 테이블락 전망대, 월풀, 꽃시계 등 

 □ 경유 : 아담백경 수력발전소, 나이아가라 식물원 등 

  

■ 추천 선택관광 : 스카이론타워 전망대 & 중식 업그레이드 U$110/1인 

※ 중식 업그레이드란? 나이아가라 폭포 전망 레스토랑에서 식사(스테이크 or 연어 or 치킨 중 택1) 

※ 선택사항과 관람지는 현지 상황에 따라 날짜 변경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 선택관광 : 헬기투어 U$160/1인, 젯보트 U$130/1인, 씨닉터널 U$40/1인  

※ 젯보트 : (미국측) 3월초 ~ 12월 중순 // (캐나다측) 4월 초 ~ 10월 중순까지 진행예정  

※ 운영기간은 기후 및 현지사정에 의해 유동적이므로 방문시기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및 휴식 

HOTEL : OLD STONE NIAGARA HOTEL 또는 동급  

조식 :    X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식                                      

2일차 

나이아가라 뉴욕 

 ▶ 호텔조식 후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미국측 숙박> 

▶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체험 (개별적으로 탑승) 

※ 안개속의 숙녀호  운행기간 : 5월22일 ~ 11월6일까지 운행예정  

운행기간은 기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며, 미출항시 "바람의 동굴"로 대체 진행 됩니다.  

▶ 가이드 미팅 후 중식 , 주변경관 감상하며 뉴욕으로 이동  

 

<캐나다측 숙박> 

 

▶ 나이아가라 시티크루즈 탑승체험 (구. 혼블로어) 또는 씨닉터널  

※ 나이아가라 시티크루즈 운행기간 : 4월초 ~ 11월말까지 운행예정 

- 크루즈 운행기간은 기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며, 크루즈 종료  및 미출항시 "씨닉터널"로 대체 진행 됩니다.  

 

▶ 쇼핑센터 방문(Delight Health Tower) - 건강보조식품 & 잡화점 

- 크릴오메가3, 아싸이베리, 프로폴리스 원액, 비프로폴리스, 메이플시럽, 메이플쿠키 등 

 

▶ 캐나다산 아이스와인 와이너리 방문 및 시음 

※ 아이스와인 와이너리 방문 및 쇼핑은 국경통과 시간이나 연방 DOT에 규정된 차량 운행시간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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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 국경통과 후 주변경관 감상하며 뉴욕으로 이동(약 7~8시간 소요) 

 

■ 선택관광 : 뉴욕야경 $60/1인 (약 1시간 30분 소요) 

※ 야경코스 : 타임스퀘어, 록펠러 센터 광장, 뉴저지 리버로드 등 

※ 야경 차량은 "인원별 차량"으로 제공되며, 참여인원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투어 종료 후 개별해산 ( 탑승장소에서만 하차가 가능합니다)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한식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