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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UR NAME 올랜도 관광 (4 박 5 일) 씨 월드 

▶ 참고사항 

▪ 호텔: 2인 1실 기준 

▪ 미국내선 항공: 문의 혹은 각자 예약 

▪ 미팅, 승차: 올랜도공항 2층 Baggage Claim outside (추후 알림)   

▪ 차량 Lexus SUV (No Guide 한인가이드 없음, 한인운영자 직접 운전 

▶ 포함사항 ▪ 호텔, 조식, 관광지 입장료, 차량운전서비스, 2석식 

▶ 불 포함 사항 ▪ 항공료 (문의, 개인비용, 보험) 주일(일요일)은 휴무. 

 

여 행 일 정 표 

날짜 도시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제1일 올랜도   

 

국내선 

전용차량 

 

 

▶ 올 랜도 공항 도착 후 호텔 이동 (자유시간) 

인터내셔널 드라이브 ICON PARK (옵션) 

* ICON Park를 방문하여 Wheel을 타기 전까지는 플로리다 올랜도의 

꿈의 휴가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ICON Park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락과 게임을 제공하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입니다. 40개 

이상의 놀라운 레스토랑, 펑키한 바, 부티크 상점, 놀이공원을 탐험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사나 즐기는 방법이 무엇이든 

ICON Park는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조식: X 

중식: X 

석식: X 

예정호텔 Holiday Inn Express & Suite at SeaWorld ☎: 407-996-4100 

제2일 씨월드 전용차량 전  일 호텔조식 후 씨월드로 이동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테마파크이며 해양동물공원으로. SeaWorld 

Parks & Entertainment에서 소유 및 운영합니다. 이웃한 Discovery 

Cove 및 Aquatica와 결합하면 세 개의 공원과 많은 호텔로 구성된 

엔터테인먼트 복합 단지인 SeaWorld Parks and Resorts Orlando가 

형성됩니다. 2018년 SeaWorld Orlando는 약 459만 4000명의 방문객을 

수용했으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놀이 공원 10위에 올랐습니다. 

50년 이상 동안 동물 구조 및 재활은 SeaWorld의 핵심이며 상상력과 

자연을 결합하여 손님들이 자연을 축하하고, 연결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테마파크입니다. 

조식: O 

중식: X 

석식: O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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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케네디 

우주  

센터 

 

 

 

 

 

 

 

 

전용차량 10-4 

 

 

 

 

 

 

 

플로리다주 메리트 섬에 위치한 존 F. 케네디 우주 센터는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10개 현장 센터 중 하나입니다. 1968년 12월부터 

KSC는 NASA의 주요 인간 우주 비행 발사 센터였습니다. Apollo, 

Skylab 및 Space Shuttle 프로그램의 발사 작업은 Kennedy Space 

Center Launch Complex 39에서 수행되었으며 KSC에서 관리했습니다. 

동부 해안에 위치한 KSC는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정거장(CCSFS)에 

인접해 있습니다.  

첫 번째 Apollo 비행과 모든 Project Mercury 및 Project Gemini 비행은 

당시 Cape Canaveral 공군 기지에서 이륙했지만 발사는 KSC와 이전 

조직인 Launch Operations Directorate에서 관리했습니다.  

 

센터의 144,000에이커(580km2)에 걸쳐 약 700개의 시설과 건물이 

조식: O 

중식: X 

석식: O 

 

중국식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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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KSC의 독특한 시설 중에는 NASA의 가장 큰 

로켓을 적재하기 위한 525피트(160m) 높이의 차량 조립 빌딩, KSC에서 

우주 발사를 수행하는 발사 통제 센터, 우주 비행사 기숙사와 슈트가 

있는 운영 및 체크아웃 빌딩이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 공장, 

3마일(4.8km) 길이의 셔틀 착륙 시설. 일반에게 개방된 콤플렉스 방문. 

예정호텔 Holiday Inn Express & Suite at SeaWorld ☎: 407-996-4100 

제4일 악어농장 

 

에어보트 

 

아울렛 

 

휴식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Gatorland는 플로리다의 110 에이커 규모의 테마파크이자 야생 동물 

보호 구역으로, Orlando 남쪽의 South Orange Blossom Trail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72년 전 Owen Godwin이 1949년 이전의 가축 땅에 

설립했으며 그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올랜도 최고의 에어보트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혹적인 

32에이커의 조경된 공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험을 선택하고 

스릴을 경험하십시오. 

Tommy Hilfiger, Adidas, Michael Kors 등과 같은 아울렛 패션 

브랜드에서 더 저렴하게 쇼핑하세요. 

호텔 휴식 

조식: O 

중식: X 

석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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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일정 종료 

조식: O 

다음 

목적지로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ORLANDO TRAVEL & TOUR is registered with the State of Florida as a Seller of Travel. 

Registration No. ST43050." 

 
ORLANDO TRAVEL & TOUR 

5079 Edgewater Dr., Orlando Florida 32810 

  
  

Phone: 407.301.1114 

Web: www.orlandotour.com 

Email: info@orlandotou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