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International Korean Nursing Conference (IKNC) in New York  
 

Hotel and Tour Information 
 

Reservation Contact : Kevin Lee     
                           1-718-640-4004   

                           kevin@hipokampo.com 
 

Conference Location 
La Guardia Plaza Hotel.   Tel : 1-718-457-6300  
101-04  Ditmars Blvd, East Elmhurst, NY 11369                    

    
Facility : Bar/Lounge, Restaurant, Fitness Center, Indoor Pool, 24-hour front desk. 
Room Amenities : TV, Phone, Coffee/tea Maker, Hair Dryer, Iron/Ironing Board, Free Wi-fi 
 

Hotel Reservation 
Price : $179 / per night / per room  ( Tax Included, Breakfast not included )  
Reservation :  Kevin Lee    1-718-640-4004,   kevin@hipokampo.com          
 
 

Hospital Visit and Tour                       
_____ $50   Hospital Visit (9am-2pm on 30 Jun)   
_____ $80   NY City Tour (2pm-7pm on 30 Jun) 
_____ $70   NY Night Tour (7pm-10pm on 30 Jun) 
_____ $120 Hospital Visit and NY City Tour (9am-7pm on 30 Jun) 
_____ $180 Hospital Visit / NY City Tour / NY Night Tour (9am-10pm on 30 Jun) 
_____ $620 Eastern America Tour 5 nights 6 days from 1 Jul 
_____ $525 Eastern America Tour 4 nights 5 days from 2 Jul 
_____ Additional Hotels and Tours          
            

Tour Reservation 
Reservation :  Kevin Lee    1-718-640-4004,   kevin@hipokampo.com          
 
        



                                                                            
 

포함 조건 점심식사,  차량

   뉴욕 14:00 행사종료 [ 플러싱 한인타운 ]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 $50  / 1인

 **** 병원 방문 중:도시락

토 12:00 ~ 13:00 점심식사

병원 방문    Hospital Visit

일 자 지 역 교통 : 세   부   일   정 식 사

제1일 뉴욕 9:00 라과디아 플라자 호텔 출발

또는 부페

6/30

 
 
 
 

뉴욕 시티 투어    NY City Tour

일 자 지 역 교통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6/30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탑승 관광

제1일 14:00 플러싱 한인타운 출발

뉴욕  플랫 아이언빌딩, 워싱턴 광장, 소호, 차이나타운 관광 석:한    식

토  월스트리트, 황소 동상, 911 메모리얼 공원 관광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 $80 / 1인
포함 조건 저녁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18:00 ~ 19:00 석식후 투어 종료 [ 맨하탄 한인타운 행사종료 ]

행사 특전사항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탑승
불포함 조건 기사/가이드팁 $10 / 1인,     식당팁 $1 / 1인

선택사항
호텔  추가 : 뉴저지 호텔 추가 $70 /1인 (조식포함, 객실당 $140, Holiday Inn Hotel Class )

                       호텔 추가시투어후호텔까지차량제공
선택 관광 :  뮤지컬 라이언킹 $220,   뮤지컬 오페라의유령 $170  

 
 
 

뉴욕시티 나이트 투어    NY Night Tour

일 자 지 역 교통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6/30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전망대에서 뉴욕 최고 전경감상

제1일 19:00 맨하탄 한인타운 미팅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 $70 / 1인
포함 조건 석식, 차량, 한국인 가이드

  22:00 맨하탄 한인타운 행사종료  

토  센트럴 파크, 록펠러센터,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행사 특전사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
불포함 조건 기사/가이드팁 $10 / 1인,     식당팁 $1 / 1인

선택사항
호텔  추가 : 뉴저지 호텔 추가 $70 /1인 (조식포함, 객실당 $140, Holiday Inn Hotel Class )
선택 관광 :  뮤지컬 라이언킹 $220,   뮤지컬 오페라의유령 $170  

 



                                                                            
 

병원방문 + 뉴욕 시티 투어  

Hospital Visit + NY City Tour

일 자 지 역 교통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6/30  **** 병원 방문

제1일 뉴욕 9:00 라과디아 플라자 호텔 출발

중:도시락

14:00 플러싱 한인타운 경유하여 맨하탄으로 이동 또는 부페

토 12:00 ~ 13:00 점심식사

석:한    식

 월스트리트, 황소 동상, 911 메모리얼 공원 관광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탑승 관광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 $120 / 1인
포함 조건 중식, 석식, 차량, 한국인 가이드

 

  18:00 ~ 19:00 석식후 투어 종료 [ 맨하탄 한인타운 행사종료 ]  

뉴욕  플랫 아이언빌딩, 워싱턴 광장, 소호, 차이나타운 관광

행사 특전사항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불포함 조건 기사/가이드팁 $10 / 1인,     식당팁 $1 / 식사

선택사항
호텔  추가 : 뉴저지 호텔 추가 $70 /1인 (조식포함, 객실당 $140, Holiday Inn Hotel Class )
선택 관광 :  뮤지컬 라이언킹 $220,   뮤지컬 오페라의유령 $170  

 
 
 
 
 

병원방문 + 뉴욕 시티 투어 + 나이트 투어 

Hospital Visit, NY City Tour and NY Night Tour

일 자 지 역 교통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6/30  **** 병원 방문

제1일 뉴욕 9:00 라과디아 플라자 호텔 출발

중:도시락

14:00 플러싱 한인타운 경유하여 맨하탄으로 이동 석:한    식

토 12:00 ~ 13:00 점심식사

 월스트리트, 황소 동상, 911 메모리얼 공원 관광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탑승 관광

 

 석식후 

뉴욕  플랫 아이언빌딩, 워싱턴 광장, 소호, 차이나타운 관광

뉴욕  센트럴 파크, 록펠러센터,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전망대에서 뉴욕 최고 전경감상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 $180 / 1인
포함 조건 중식, 석식, 차량, 한국인 가이드

  22:00 맨하탄 한인타운 행사종료

행사 특전사항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전망대
불포함 조건 기사/가이드팁 $15 / 1인,     식당팁 $1 / 식사

선택사항
호텔  추가 : 뉴저지 호텔 추가 $70 /1인 (조식포함, 객실당 $140, Holiday Inn Hotel Class )
선택 관광 :  뮤지컬 라이언킹 $220,   뮤지컬 오페라의유령 $170  

 



                                                                            
미동부 캐나다 일주 5박 6일 여행

일 자 지 역 교통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7/1  미국의 역사, 정치, 행정의 중심인 수도 워싱턴 DC 로 이동 중:현지식

제1일 뉴욕 8:00 탑승 장소 집결

석:한    식

 링컨 기념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관광

일   국회의사당, 백악관, 제퍼슨 기념관 관광

 워싱턴  석식후 호텔 체크인후 휴식

  워싱턴 기념탑, 조페국, 유태인 박물관 등 차창 관광

제2일 워싱턴  호텔 조식후 조:호텔식

HOTEL : Wingate by Wyndham Mechanicsburg 또는 동급

중:현지식

월   미국-캐나다 국경 통과하여, 캐나다로 입국 석:한    식

7/2  세계 3대폭포를 자랑하는 나이아가라로  이동 ( 약 7시간 소요 )

 아담벡 경 수력발전소, 퀸 빅토리아 플레이스 차창 관광

 테이블락, 월풀, 꽃시계 관광

 나이아가라
선택관광 : 헬리콥터 투어 $150,   젯보트 $130,  매직쇼 $90, 

                  IMAX+스카이론타워 전망대 $50, 

                  스카이론타워 전망대+Falls View 특식(스테이크)+IMAX $95 

 

 석식후 호텔 체크인후 휴식

제3일 나이아가라  호텔 조식후 조:호텔식

HOTEL : Radisson Niagara Falls ( Non-Falls View객실) 또는 동급

중:현지식

화   아이스와인 농장 견학 및 시음 석:한    식

7/3  나이아가라 폭포를 실감나게 즐기는 혼블라워 유람선 탑승

 공장지역을 예술가마을로 변신시킨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관광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로 이동 ( 약 2시간 소요 )

HOTEL : International Plaza Toronto Airport Hotel 또는 동급

 토론토  석식후 호텔 체크인후 휴식               선택관광 : CN 타워 $40

 토론토 신시청, 구시청 차창 관광

조:호텔식

7/4  미국 캐나다 부호들의 별장지대인 천섬 으로 이동 중:현지식

제4일 토론토  호텔 조식후

석:현지식

 몬트리올로 이동 ( 약 3시간 소요 )

수   온타리오 호수 주변 자유시간 또는 천섬 유람선 선택관광

  몽로얄 공원, 성요셉성당, 맥길 대학교 등 차창 관광

  자끄 까르띠에 광장, 노틀담 광장 등 관광

 몬트리올 선택관광 : 천섬 유람선 $40,  몬트리올 랍스터 특식 $60

  호텔 체크인후 휴식

제5일 몬트리올  호텔 조식후 조:호텔식

HOTEL : Relais Gouverneur Saint-Jean-sur-Richelieu 또는 동급

중:현지식

목   샤또 프롱트낙 호텔, 쁘띠 샹플랭거리, 화랑가, 왕의 산책로 관광 석:현지식

7/5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장소인 퀘벡으로 이동  ( 약 3시간 소요 )

  몬트리올로 이동 ( 약 3시간 소요 )

 라발 대학교, 아브라함 대평원, 사타델 요새 차창 관광

 몬트리올  선택관광 : 몽로렌시 폭포 케이블카 $40

   석식후 호텔 휴식

제6일 몬트리올  호텔 조식후 조:호텔식

 HOTEL : Relais Gouverneur Saint-Jean-sur-Richelieu 또는 동급

중:현지식

금   우드버리 아울렛으로 이동 ( 약 7시간 소요 ) 석:불포함

7/6  미국-캐나다 국경 통과하여, 미국으로 입국

(자유식)

뉴욕 뉴저지 도착후 투어 종료 

 우드버리 아울렛 쇼핑후 뉴저지로 이동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 $620  / 1인     ( 2인 1실 사용기준,  싱글차지‐ $50 /박당 )
포함 조건 호텔, 식사, 차량, 한국인가이드

  선택관광 : 오저블 케이즘 $40 

행사 특전사항 나이아가라 혼블라워유람선
불포함 조건 기사/가이드팁 $10 / 1인/1일,    식당팁 $1 / 식사당,  일정표에표기된선택관광

선택사항
호텔  추가 : 뉴저지 호텔추가 $70 /1인 (조식포함, 객실당 $140, Holiday Inn Hotel Class )
선택 관광 :  뮤지컬 라이언킹 $220,   뮤지컬 오페라의유령 $170  



                                                                            
미동부 캐나다 일주 4박 5일 여행

일 자 지 역 교통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7/2  세계 3대폭포를 자랑하는 나이아가라로  이동 ( 약 7시간 소요 ) 중:현지식

제1일 뉴욕 8:00 탑승 장소 집결

석:한    식

 테이블락, 월풀, 꽃시계 관광

월    미국-캐나다 국경 통과하여, 캐나다로 입국

 석식후 호텔 체크인후 휴식

 아담벡 경 수력발전소, 퀸 빅토리아 플레이스 차창 관광

 

HOTEL : Radisson Niagara Falls ( Non-Falls View객실) 또는 동급

 나이아가라
선택관광 : 헬리콥터 투어 $150,   젯보트 $130,  매직쇼 $90, 

                  IMAX+스카이론타워 전망대 $50, 

                  스카이론타워 전망대+Falls View 특식(스테이크)+IMAX $95 

조:호텔식

7/3  나이아가라 폭포를 실감나게 즐기는 혼블라워 유람선 탑승 중:현지식

제2일 나이아가라  호텔 조식후

석:한    식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로 이동 ( 약 2시간 소요 )

화    아이스와인 농장 견학 및 시음

 토론토 신시청, 구시청 차창 관광

 공장지역을 예술가마을로 변신시킨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관광

토론토   선택관광 : CN 타워 $40

    석식후 호텔 체크인후 휴식

제3일 토론토  호텔 조식후 조:호텔식

HOTEL : International Plaza Toronto Airport Hotel 또는 동급

중:현지식

수    온타리오 호수 주변 자유시간 또는 천섬 유람선 선택관광 석:현지식

7/4  미국 캐나다 부호들의 별장지대인 천섬 으로 이동

  자끄 까르띠에 광장, 노틀담 광장 등 관광

 몬트리올로 이동 ( 약 3시간 소요 )

  호텔 체크인후 휴식

  몽로얄 공원, 성요셉성당, 맥길 대학교 등 차창 관광

HOTEL : Relais Gouverneur Saint-Jean-sur-Richelieu 또는 동급

 몬트리올 선택관광 : 천섬 유람선 $40,  몬트리올 랍스터 특식 $60

조:호텔식

7/5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장소인 퀘벡으로 이동  ( 약 3시간 소요 ) 중:현지식

제4일 몬트리올  호텔 조식후

석:현지식

 라발 대학교, 아브라함 대평원, 사타델 요새 차창 관광

목    샤또 프롱트낙 호텔, 쁘띠 샹플랭거리, 화랑가, 왕의 산책로 관광

    석식후 호텔 휴식

   몬트리올로 이동 ( 약 3시간 소요 )

 HOTEL : Relais Gouverneur Saint-Jean-sur-Richelieu 또는 동급

 몬트리올 선택관광 : 몽로렌시 폭포 케이블카 $40

조:호텔식

7/6  미국-캐나다 국경 통과하여, 미국으로 입국 중:현지식

제5일 몬트리올  호텔 조식후

석:불포함

 우드버리 아울렛 쇼핑후 뉴저지로 이동 (자유식)

금    우드버리 아울렛으로 이동 ( 약 7시간 소요 )

  선택관광 : 오저블 케이즘 $40  

뉴욕 뉴저지 도착후 투어 종료 

행사 특전사항 나이아가라 혼블라워 유람선
불포함 조건 기사/가이드팁 $10 / 1인/1일,    식당팁 $1 / 식사당,  일정표에표기된선택관광

선택사항
호텔  추가 : 뉴저지 호텔 추가 $70 /1인 (조식포함, 객실당 $140, Holiday Inn Hotel Class )
선택 관광 :  뮤지컬 라이언킹 $220,   뮤지컬 오페라의유령 $170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 $525  / 1인     ( 2인 1실 사용기준,  싱글차지‐ $50 /박당 )
포함 조건 호텔,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