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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지역 시간                세  부   일   정 식사

제1일 타지역 타지역 출발 중: 불포함

L A 오전 LA 공항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도착항공편 Baggage Claim에서) 석: 호텔식

(일) ☞선택관광: 시내관광($79) 또는 유니버셜($145~$150)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Garden Suites Hotel 또는동급 

제2일 L A 전일 LA 출발하여 중간 픽업후 바스토우로 이동 조: 호텔식

바스토우 중식후 세계최대의 카지노 도시 라스베가스로 이동 중: 한식

(월)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로 이동하여 석식 후 호텔 체크인 석: 한식

** 라스베가스 시내관광 포함(라스베가스 사인, 베네시안 호텔등)

☞ 선택관광: High Roller($40), KA쇼($150), 르레브쇼($190)

HOTEL : Excalibur Hotel 또는동급 

제3일 라스베가스 전일 라스베가스 출발하여 조식후 브라이스캐년으로 이동 조: 한식

브라이스캐년 붉은 첨탑의 향연 브라이캐년 관광 중: 현지식

(화) 자이언캐년 중식후 신들의 정원 자이언 캐년 관광 석: 한식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로 이동하여 석식후 호텔 투숙

HOTEL : Excalibur Hotel 또는동급 

제4일 라스베가스 전일 라스베가스 출발하여 조식후 그랜드캐년으로 이동 조: 한식

그랜드캐년 그랜드 캐년 관광[매더 포인트 등] 중: 현지식

(수) ☞ 선택관광: I-MAX($15), 경비행기($165) 석: 호텔식

라플린 라플린으로 이동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Edge Water Hotel 또는동급 

제5일 라플린 전일 호텔조식후 라플린 출발 조: 호텔식

서부시대 폐광촌 오트맨(Oatman) 마을 관광 중: 한식

(목) 바스토우 바스토우로 이동하여 중식 석: 한식

프레즈노 프레즈노 도착하여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Wyndham Fresno Hotel  또는 동급

제6일 프레즈노 전일 호텔출발하여 외부 조식 조: 한식

요세미티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이동 중: 현지식

(금) 요세미티 국립공원 관광(하프돔, 엘카피탄, 요세미티 폭포 등) 석: 현지식

샌프란시스코 관광후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석식후 호텔투숙

HOTEL : Crowne Plaza Hotel 또는 동급

[타주 출발] 미서부 대륙 완전일주 7박 8일



제7일 샌프란시스코 전일 호텔조식후 출발 조: 호텔식

샌프란시스코 전일 관광 중: 현지식

(토) [금문교, Pear 43, 팔레스오브파인아트, 소살리토, 트윈피크 등] 석: 한식

☞선택관광: 유람선 ($32)

석식후 호텔투숙

HOTEL : Crowne Plaza Hotel 또는 동급

제8일 샌프란시스코 전일 기상 및 호텔출발 하여 조식후 몬트레이로 이동 조: 현지식

몬트레이 ☞ 포함관광: 17마일 드라이브 중: 현지식

(일) 덴마크 민속마을 솔뱅 관광후 LA 도착

L A 저녁 LA 공항으로 이동하여 LA출발 (9:00 PM 이후)

<<< 안녕히 가십시요 >>>

▣ 포함사항: 호텔(2인1실), 전용버스, 식사, 각종입장료

▣ 불포함사항: 불포함 옵션관광(일정표 참고) , 가이드/기사 TIP(1인당 하루에 $10), 개인비용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