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시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뉴저지의 최신 프
리미엄 관광 장소

뉴저지의 최신 목적지 인 엘리자베스, 뉴저지는
뉴욕, 뉴왁 리버티 국제 공항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EWR]) 및 케이프 리버티
항구 (Cap Liberty Seaport)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뉴저지 주 출입구”로서 기차,
비행기 및 모든 주요 고속도로로 쉽게 접근 할 수있는
모든 대중 교통의 중심에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있는 브랜드 프랜차이즈 호텔도 있고, 뉴저지
에서 가장 큰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 (의류 및 신발에
0 % 세금)의 본거지입니다! 엘리자베스 (Elizabeth)
는 역사에서 가장 잘 보관 된 비밀입니다. 우리는 뉴저지
주를 설립 한 역사적인 발상지 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진정한 혁명 역사 (알렉산더 해밀턴이 살고있는 /
학교에 다녔던 곳)와 다양한 문화의 요리 음식 모험
할수 있습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엘리자베스, 는 뉴욕시
외곽에있는 훌륭한 새롭고 효율적인 목적지입니다.

역사

距뉴욕시티 & 뉴왁
리버티 국제 공항에서
몇 분 거리
“뉴저지 주의 출입구”
에서 머무르세요.

쇼핑

식사

밤 문화

뉴욕 시내의 호텔과
비교하면, 비용은
반값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투어 구룹 전문:
• 뉴저지 최대급 아울렛 쇼핑몰 인 더
밀즈 가든에서 쇼핑하십시오. 의류
및 신발에 대한 판매 세가 없습니다.
• 역사 및 교육 경험.
• 다양한 문화 요리, 민족 음식 체험.
• 신뢰 기반으로한 여행 경험.

엘리자베스

www.GoElizabethNJ.com

숙소

• 도시 사회 봉사 프로젝트.
• 농업 경헙 여행.

KOREAN

뉴저지의 최신 프리미엄 관광 장소
쇼핑홀릭들이 가는곳!

뉴저지의 위치한 엘리자베스는 가장 큰 실내 아웃렛 쇼핑몰을
갖춘 쇼핑객의 천국입니다. 더 밀스 엣 저지 가든에서는
의류 및 신발 판매 세일즈 텍스가 0% 이고, 200여개의 고급
아울렛 매장은 갖추고 있으며, (마이클콜스, 캐빈클라인,
타미힐피거 등), 수십곳의 음식점과 최첨단 아트 20 스크린
영화관이 있습니다.

가장 잘 보존된 역사의 비밀

이전의 뉴저지 주지사와 미국의 대통령및 알렉산더 해밀턴이
걸은 리버티 홀 박물관과 박스우드 회관의 복도를 걷는 동안,
수세기의 미국 혁명의 역사를 탐험하고, 오래된 유물을
조사하며, 역사를 가장 잘 보존한 비밀을 발견해보세요.
엘리자베스 타운의 스나이더 아카데미와 오리지널 뉴저지의
대학과 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묘지 투어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가깝습니다!
• 뉴욕에서 몇분이면 가는 위치
• 뉴왁 리버티 국제 공항 (EWR). 공항
에서 시내 엘리자베스까지 10 분 이
내에 이동

· 호텔
100 International Blvd
(908) 282-0020
countryinns.com

• 케이프 리버티 크루즈 항에서 몇 분이
면 가는 위치

87 International Blvd
(908) 436-9800
marriott.com

• 0 % 의류 및 신발 세일즈 텍스
• 대규모 그룹도 쉽게 수용 가능

901 Spring Street
(908) 527-1600
crowneplaza.com

역사 사이에 길

정확한 3.5마일의 역사! 엘리자베스가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 였을 때, 1664 년 엘리자베스의 기원에서 18 세기
중반까지,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교통의 중심지로 전환시킨
19 세기로의 여행을 안내하는 자체 가이드, 오디오 워킹
투어로 시간 여행하세요. 우리 도시의 풍부한 역사를
만끽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레이스

NHL, NCAA 및 MLS 게임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붉은 황소를 잡고, 머리 위로 올리는 레드 불스
스타디움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입니다.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긴장해서 손톱을 물어뜯는 동안에
스텐드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수 있습니다. NJ Devils와
Seton Hall Pirates의 고향 인 Prudential Center에서
라이브 공연을 위해서 오늘날의 가장 핫한 스타가 무대에
올랐을때, 함께 노래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아껴두세요!

서비스 포함

95 International Blvd
(908) 558-0752
embassysuites.com

• 여행 계획 보조
• 그룹 여행 플래너
• FAM 투어
• 목적지 리뷰
• 브로셔,지도 및 방문자 안내서

45 International Blvd
(908) 355-4300
extendedstayamerica.com
1128 Spring Street
(908) 355-0500
hamptoninn.com
1170 Spring Street
(908) 351-3900
hilton.com

영혼의 즐거움

아름다움, 뛰어남, 시대를 초월한. 이 단어들이 바로,
뉴저지 공연 예술 센터, KEAN Stages 및 Union County
Performing Arts Center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댄스, 연극, 음악,시와 코미디 공연에서 수
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흥미를 돋우다

밤의 문화와 모험을 즐겨보세요.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
이스라엘, 쿠바 또는 포르투갈을 방문하고 싶습니까?...
여권은 필요없습니다! 엘리자베스에서 대표하는 50 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문화 요리는 반드시 시도해봐야할 필수
코스 입니다. 이곳 현지 식당은 훌륭한 민족 요리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문화 체험을 제공합니다.

센트럴 파크의 사랑

뉴욕 센트럴 파크의 재능있는 조경 건축가는 뉴저지에
건너왔고, 우뚝 솟은 나무, 벚꽃, 진달래, 튤립, 자전거
길, 보트, 놀이터 및 계절별 스케이트장으로 가득 찬 204
에이커의 아름다움을 지닌 Warinanco Park를 디자인
했습니다. 많은 도시 농법 프로젝트에 대한 실습 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스케줄을 계획해 놓으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역사적인 미드 타운 또는 엘리자베스 애비뉴 파트너쉽
지역으로 여행하십시오. 라이브 음악, 영화, 피트니스,
연극 독서 및 음식 판매상과 같은 계절별 야외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 사회 봉사 프로젝트는 항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업 단체의 이해를 기초한 신념은, 엘리자베스,
뉴저지는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쁜 다음날에는 천천히 가세요

군인 기념 공원에서 경치와 아름다움을 경험하세요. 미국
최대 항구에서 직접 가까이 목격하세요. 여기는 사진찍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 샌디훅의 총격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는
미국의 26 개 공원 중 하나 인 Angels Play를 방문하십시오.

1000 Spring Street
(908) 436-4600
renaissancehotels.com
83 International Blvd
(908) 352-4300
residenceinn.com

“우리는 여러분의그룹의 관심과
필요에 맞는 완벽한 투어 커스터
마이징 및 계획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 :
(908) 220-9643 또는
tours@goelizabethnj.com

· “교통수단
항공: 뉴왁 리버티 국제 공항; 지금 바로
체크인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호텔들이
공항(EWR)까지 무료 셔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스 : 맨하탄의 버스 터미널과 케이프

리버티 크루즈 항을 가볍게 방문하십시오!

기차: 엘리자베스, 뉴저지로 가는

길입니다! 2 개의 뉴저지 역을 통해 NYC
또는 Jersey Shore에 쉽고 빠르게 도착
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www.GoElizabethNJ.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