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세부일정 식사 제공

1일차

1.	 출발	미팅	장소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1층	짐	찾는곳)	집결,	가이드	미팅	후	출발!

2.	 저녁식사	및	호텔	투숙

저녁:	호텔식	

OR	불포함
선택관광

• 유니버살 스튜디오	:	US	$150/1인	(TAX포함)

• 디즈니랜드	:	3명이상	행사시	US	$150/1인	;	 2명이상	행사시	US	$170/1인	;		(TAX포함)

• 로스앤젤레스 시내관광	:	3명이상	행사시	US	$69/1인	;	 2명	행사시	US	$79/1인;	(TAX포함)

호텔 JJ Grand Hotel in Koreatown	혹은	동급

2일차

1.	 아침식사	후	호텔	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2.	 투어버스로	환승,	로스앤젤레스로	출발

3.	 모하비	사막속의	도시	바스토우	도착	후	점심식사

4.	 라스베가스	도착후,	저녁식사	및	호텔	투숙

아침:	호텔식	

OR	불포함

점심:	한식

저녁:	특식선택관광

• Wynn Las Vegas Hotel 의 Le Rêve Show	:	PREMIUM석	US	$190/1인	(TAX포함)

• 라스베가스 시내관광	:	3시간	야경	관광	US	$10/1인		(TAX포함);	전용	2층버스	-	벨라지오	
분수쇼,	베네시안	호텔,	&	다운타운	전구쇼	등

호텔 Hotel Luxor Las Vegas	혹은	동급

3일차

1.	 아침식사	후	관광	출발

2.	 그랜드캐넌	매더포인트	도착	후	관광

3.	 그랜드캐넌에서	점심식사

4.	 킹맨에서	잠시	휴식	후	라플린으로	출발

5.	 콜로라도	강변의	휴양도시	라플린	도착

6.	 저녁식사	및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	한식

점심:	현지식

저녁:	호텔식

선택관광
• 그랜드캐넌 경비행기 관광	:	US	$165/1인	(TAX포함)

• I-MAX 관람	:	US	$15/1인	(TAX포함)

호텔 Hotel Harrah’s Laughlin	혹은	동급

4일차

1.	 아침식사	후	관광	출발

2.	 현존하는	광산마을로	서부개척시대의	건축과	풍물이	남아	있는	오트맨	관광

3.	 모하비	사막속의	도시	바스토우	도착	후	점심식사

4.	 캘리포니아	최대의	농장지대인	베이커스필드에서	중간휴식

5.	 비옥한	캘리포니아	중앙분지	도시,	프레스노	도착

6.	 저녁식사	및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	호텔식

점심:	한식

저녁:	한식

호텔 The Hotel Fresno	혹은	동급

5일차

1.	 아침식사	후	관광	출발

2.	 터널뷰	(Yosemite Tunnel View)	도착	후	관광

3.	 엘카피탄	바위	뷰-포인트	도착	후	관광

4.	 신부	면사포	폭포	관광

5.	 요세미티	로지	(Yosemite Lodge)	도착	후	점심식사

6.	 요세미티	폭포	(Lower Yosemite Fall)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

7.	 산책	및	자유시간	-	무료	셔틀	이용	혹은	자전거	렌트	가능

8.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머세드로	출발

9.	 머세드	푸룻반	(Merced Fruit Barn	과일마켓)	도착	후	휴식

10.	저녁식사	및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	한식

점심:	현지식

저녁:	한식	

or	현지식

선택관광
• 증기기관차에 탑승하여 Yosemite Mountain 관광	:	US$30/1인	1시간	소요	(TAX포함)

• 12월부터	2월까지	증기기관차는	날씨	관계로	운행이	일시	정지됩니다.

호텔 Courtyard Pleasanton	혹은	동급

6일차

1.	 아침식사	후	관광	출발

2.	 서부의	명문대	UC버클리	캠퍼스	투어

3.	 샌프란시스코	유니온	스퀘어를	지나	파웰	스테이션으로	이동

4.	 케이블카	탑승하여	이동

5.	 롬바드	꽃길에서	하차하여	3블락	꽃길을	걸어서	이동

6.	 피셔맨스	워프에	도착하여	자유시간	및	점심식사

7.	 영화	The Rock을	촬영한	Palace of Fine Arts Theatre	관광

8.	 금문교	관광후	금문교	도보	횡단

9.	 소살리토	시	(Sausalito)	도착후	관광

10.	트윈픽스에서	샌프란시스코	전망	감상

11.	 저녁식사	및	호텔	투숙,	그리고	자유시간

아침:	한식	

or	현지식

점심:	한식	

or	현지식

저녁:	한식

선택관광
• 파웰스테이션에서 케이블카 탑승	:	US	$10/1인	1시간	소요	(TAX포함)

• 피셔맨스 워프에서 베이크루즈 유람선 탑승	:	US	$33/1인	1시간	소요	(TAX포함)

호텔 Best Western PLUS Forest Park Inn	혹은	동급

7일차

1.	 기상	후	호텔	출발

2.	 몬트레이	도착	후	아침식사

3.	 17마일	드라이브	해변가에	위치한	버드락	(Bird Rock)	관광

4.	 페블비치	도착	후	관광

5.	 페블비치에서	출발

6.	 점심식사

7.	 덴마크	민속촌,	솔뱅	관광

8.	 로스엔젤레스	도착

9.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이동후,	각	고객	귀환	비행기	탑승

아침:	한식

점심:	현지식

저녁:	불포함

출발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출발!

• 출발일	&	출발	미팅장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화	및	카톡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출발일	및	하단	투어	일정은	현지	도로	및	기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출발	

미팅	장소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1층	짐	찾는곳

일정표

성인 학생 ( 만 16 세 - 29 세 ) 아동 ( 만 3 세 - 15 세 ) 소아 ( 만 2 세까지)

4인1실 $600 US

3인1실 $610 US

2인1실 $630 US

1인1실 N/A

주요	

투어	코스

미국	서부	인기	관광명소	완전일주	 –	 로스앤젤레스	시내;	유니버살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넌;	모하비	

사막속의	도시	바스토우;	요세미티	마운틴;	UC버클리	캠퍼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	캘리포니아	주	페블비치	등

패키지	

포함내역
전일정	전용	차량;	가이드;	호텔;	식사

불포함사항

• [손님	거주지역	-	로스앤젤레스]	왕복	항공권	:	저희	대한여행사로	문의	주시면	최저가로	항공권을	예약	해드립니다!

• 라스베가스	야경	관광	비용	(US	$30/1인)

• 가이드	+	기사	팁	(US	$10/1일/1인)

• 식사팁	(US	$1/한끼)	+	호텔팁

• 선택관광	비용	:	모든	선택관광	비용은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여행자보험

개인준비물
• 간편한	복장,	잠바	-	가끔	추울수도	있습니다.

• 여행자보험은	불포함입니다.	개별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하단	투어	일정은	현지	사정,	천재지변,	&	불가항력으로	의해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인	과실에	의한	소지품	분실	및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중품	및	현금	등의	분실	

사고와	개인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에	항공편을	이용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	반드시	eTA를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TA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곳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읽어	보실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경우	저희	

대한여행사로	전화	혹은	카톡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상기	가격에는	선택관광	비용	및	가이드/기사/식당/호텔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단	패키지	포함/불포함	

사항을	참고	해주세요.

• 본	투어	예약취소/환불에	관한	규정은	이곳을	클릭하여	저희	대한여행사	여행상품	진행약관을	참조해주세요.

가격표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 6박7일 미서부 대륙 완전일주!

위치	:	 19	West Broadway, Vancouver, BC V5Y 1P1	 ◊	 웹사이트	:	www.daihantravel.com
연락처	:	 밴쿠버	 604. 876. 6646	 북미	무료전화	 1.	888. 876. 6646	 한국	 070. 8672. 6646

이메일	:	 hello@daihantravel.com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daihantravel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대한여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