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p Travel
1615 N Milwaukee Ave #125 Glenview IL 60025
GLENVIEW : 847-759-8813,

[그랜드서클] 8대 캐년+세도나 일주 5박6일
◈ 미서부 그랜드 서클 【GRAND CIRCLE】 국립 공원 완전 정복 ◈
-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자연이 만들어 낸 최고의 선물 [그랜드 캐년]
- 미주 최대의 사암 지대, 신들의 정원 [자이언 캐년]
- 아름다운 첨탑의 향연 [브라이스 캐년]
- 나바호 인디언의 한이 서려있는 성지 [모뉴먼트 밸리]

- 빛이 주는 신비함과 감동의 물결 [앤탤럽 캐년]
- 다양한 천연 아치와 기암괴석을 볼수 있는 유타의 상징이자 보석 [아치스 캐년]
- 석양에 불타는 황량한 오지의 웅장함 [캐년 랜드]
- 잠자는 무지개의 땅 [캐피톨 리프]▶▷▶ 기와 예술인의 도시 – [세도나] 관광 추가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일정!!!*그랜드써글 준비물* 편한 신발, 모자, 휴대용 가방, 선글라스, 선크림, 여분의 신발및 반바지 등

일자

지역

세 부

일

정

식 사

각 지역 출발
라스베가스 공항 도착 (오후 도착)
자유시간후 LA에서 올라오는 가이드 미팅 (오후4시경)
제1일

라스베가스

♣ 선택관광 ♣ High Roller($40), 비틀즈 Love 쇼
($150 ~ 170) 등

석: 한

식

조: 한

식

리무진 야경투어($50/10명 이상 행사 진행)
호텔 체크인 및 석식
HOTEL: EXCALIBUR HOTEL 또는 동급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라스베가스 남성적인 자이언캐년으로 이동하여 관광

제2일

자이언캐년
브라이스
캐년

점심식사 후
브라이스 캐년으로 이동

중: 현지식

아름다운 첨탑들의 향연 브라이스 캐년 관광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석: 현지식

HOTEL: BEST WESTERN HOTEL 또는 동급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브라이스
캐년

제3일

캐피탈리프

유타에서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12번
도로를 경유하여

조: 호텔식

캐피탈 리프 국립공원을 통과하며 유타 주의 신비한
자연 관광
점심식사 후 아치스 캐년으로 이동

중: 현지식

아치스캐년 아치스 국립공원 관광

- 랜드 스케이프, 윈도우, 밸런스 락 등
그린리버

그린 리버로 이동하여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HOLIDAY INN HOTEL 또는 동급

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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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지역
그린리버

세 부

일

정

식 사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데드호스 포인트로 이동하여 캐년 랜드 관광

캐년랜드

제4일

모뉴먼트
밸리

콜로라도 강을 따라 이루어진 협곡 조망
인디언의 성지 모뉴먼트 밸리 관광(JEEP TOUR 포함)
관광 후 호스슈 밴드로 이동하여 말발굽 모양의 절경
감상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호스슈밴드 페이지로 이동하여 석식 후 호텔 투숙
페이지

페이지
앤텔럽
제5일

캐년

HOTEL: QUALITY INN HOTEL 또는 동급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빛의 향연 앤탤럽 캐년 관광(포함 관광)
관광 후 “기와 예술인의 도시 – 세도나”로 이동
붉은 빛의 도시 세도나 관광

- 다운타운 벨락, 에어포트 메사 등
세도나
플랙스탭

♣ 선택관광 : 핑크 짚 투어 ($130/P.P)
플랙스탭으로 이동하여 석식 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DAYS INN HOTEL 또는 동급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랜드 캐년으로 이동

플랙스탭

제6일

그랜드캐년
라스베가스

이스트림을 경유하여 그랜드캐년 사우스림
관광(매더포인트)
♣ 선택관광 ♣
경비행기 ($165/P.P), I-MAX ($15/P.P)

조: 호텔식
중: 현지식

관광 후 라스베가스로 이동
라스베가스 공항 이동하여 각지역으로 출발(9PM 이후)
 포함사항: 일정표상의 호텔(2인 1실), 식사, 각종 입장료, 전용차량, 한국인 가이드
 불포함사항: 기타 개인 비용, 일정표상의 옵션 관광, 가이드/기사 팁($10/인당, 하루)

 싱글차지: $50/박당 + 1인 예약시 픽업비용 $40 추가
 출발일: 1/31, 2/28, 3/14, 3/28, 4/11, 4/25, 5/2, 5/16, 5/30, 6/13, 6/27, 7/11, 8/22, 9/5, 9/12,
9/26, 10/3, 10/17, 10/31, 11/21, 12/12
★ ★ 상기 일정은 천재지변 및 현지사정상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및 분실은 관례에 따라 면책됨을 알려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