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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요세미티) 3박4일-A (금출발) 

★★★ 미팅장소 (2곳 중 택1) ★★★ 

 1. LA : JJ GRAND HOTEL 앞 (620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05)  

 2. OC : 푸른투어 OFFICE (12302 BEACH BLVD., STANTON, CA 90680)   

 

※ 합류상품으로 미팅포인트마다 다른 고객님들 조인되어 진행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미팅 후 출발 

 

▶ 바스토우 경유하여 베이커스필드로 이동 

 

▶ 베이커스필드 도착 후 중식 

 

▶ 브라보 팜(BRAVO FARM) 관광 : 웨스턴 스타일의 컨츄리 농장지역으로 많은 상점들과 볼거리가 있음. 

 

▶ 리들리(REEDELY) 관광 : 미본토 최초의 한인이민 선조들의 정착지이자 해외 독립자금 조성의 중심지로 해외독립운동의 메카 

 

▶ 캘리포니아의 농장지대를 지나 프레즈노로 이동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1인 지상비  US$659 

포함사항 
1. 일정상의 호텔비(2인1실) , 2. 식사비, 차량비, 기사/가이드비 , 3. 관광지 입장료(요세미티/몬트레이 17마일 드라이브 

입장료 )  

불포함사항 
1. 기사/가이드 팁(1인당 $15/day), 2. 식사 TIP & 호텔 TIP(1인당 USD $1~$2 정도)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4. 독실사

용료 : $60/박당 5. 여행자 보험 

비상연락처 푸른투어 Office ☎714-620-7556,  ☎ 213-739-2222 // 담당자: 미쉘 박 차장 ☎ 213-703-213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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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가이드 팁은 1인당 1일 $15 입니다. (ex. 4박 5일 투어할 경우 - $15 X5일 = $75/1인) 

3. 여행자 보험은 불포함입니다. 투어 출발전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독실 사용시 1박당 $60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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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로스앤젤레스 바스토우 베이커스필드 프레즈노 

HOTEL : HOLIDAY INN EXPRESS CHOWCHILLA  또는 동급 

조식 :    X                          중식 :  현지식 또는 한식             석식 :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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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조식 후 이동 

▶ 요세미티 국립공원 (YOSEMITE NATIONAL PARK) : 미국 캘리포니아의 중부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위치한 요세미티는 빙하의 침식

으로 만들어진 절경으로 유명하다. 연간 3백만에 이르는 관광객들과 하프돔 등 암벽이 많아 등반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 관광 포인트 : 엘 카피탄 바위, 하프돔, 면사포 폭포 등 

 

▶ 요세미티 피톤치드 투어 : 요세미티 빌리지 내 있는 산책코스로 약 2시간 정도 여유롭게 산책하며 요세미티 박물관 등을 

관람할 수 있다. 

 

※ 동계시즌 일정 변경 안내  

- 12월 ~ 3월 현지 기후 사정으로 요세미티 불가시 헨리코웰 레드우즈 주립공원으로 대체 진행됩니다. 헨리 코웰 레드우드 주립공원은 

캘리포니아의 해안에 있는 레드우드 숲 중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이 숲에는 더글러스 퍼, 마드론, 폰데로사 소나무 등이 무성하여 피톤

치드 산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선택관광 : 헨리코웰  증기 기관차 $40/1인 

▶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및 휴식 

2일차 

프레즈노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HOTEL : SPRINGHILL SUITES BY MARRIOTT SAN JOSE FREMONT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또는 한식                                      

▶ 호텔 조식 후 미국 최첨단 산업의 메카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이동 

 

▶ 세계 유명 IT기업 SIGN 앞 인증샷! 

- GOOGLE, APPLE,  META 

 

▶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 샌프란시스코 핫이슈 시내 관광 

1. 샌프란 전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트윈픽스 

 

2.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중심지 유니언 스퀘어에서 자유일정 (승리의 여신 동상에서 사진 한 컷!!) 

 

3.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 횡단  

 

4.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 촬영장소 팔래스오브 파인 아트에서 인생 샷 

  

5. 다양한 볼거라와 먹거리가 함께 있는 피셔맨즈 와프 

3일차 

샌프란시스코 소살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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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조식 후 몬트레이로 이동 

 

▶ 태평양 연안의 최고 절경 몬트레이 17마일 드라이브 관광 

 

▶ 산타마리아 이동하여 중식 

 

▶ 솔뱅으로 이동 

 

▶ 덴마크 민속 마을인 솔뱅 관광 

 

▶ 산타바바라 해안을 지나 처음 미팅 장소로 이동 후 자유해산 

4일차 

샌프란시스코 몬트레이 산타마리아 솔뱅 로스엔젤레스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X                                      

HOTEL :  SPRINGHILL SUITES BY MARRIOTT SAN JOSE FREMONT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자유식                               석식 :   한식                                      

6. 페리 터미널이면서 맛집과 쇼핑의 집결지, 페리빌딩 관광 

 

■ 선택관광 : 베이크루즈 유람선 $38/1인 

※ 선택관광을 하지 않는 손님께서는 피셔맨스워프에서 자유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소살리토로 이동 

 

7. 예술가의 마을 소살리토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