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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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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 맨하탄 관광 

▶ I LOVE NEW YORK 정통 뉴욕 관광 

■ 선택관광 : 뉴욕에 오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자유의여신상 페리 탑승 $30  

 

※ 점심은 불포함이며  32가 한인타운에서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고객님 부담)  

 

■ 선택관광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전망대 $40 

2014년 10월 오픈하여 뉴욕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104층 건물로 100~10층아찔한 높이에서 맨하탄

을 360도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세계무역센터가 파괴된 이후 기념과 재건을 위한 노력으로 세워졌으며 미국과 서반구 전

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빌딩의 위용을 뽐냅니다.  

 

□ 그라운드제로, 월가, 소호, 차이나타운, 한인타운, 워싱턴 광장, 그리니치 빌리지, UN본부(외부) 

5번가,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록펠러센터(외부), 원월드 전망대 전망대(외부) 등 경유 및 차창관광 

 

■ 선택관광 : MOMA(현대미술관) U$40/1인 

 

▶투어 종료 후 개별해산 ( 탑승장소에서만 하차가 가능합니다) 

1인 지상비  US$99 

포함사항 1. 차량, 2. 가이드/기사 

불포함사항 
1. 기사/가이드 팁(1인당 $15/day), 2. 비자피, 생수값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4. 플러싱, 뉴저지 탑승 고객은 왕복 $10 

교통비가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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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L :  

조식 :    X                          중식 :  X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