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해야 하는 이유
뉴저지를 

1. 애틀랜틱시티
2. 와인 트레일
3. 리버티 스테이트 공원
4. 라코타 늑대 보호 구역
5. 케이프 메이
6. 프린스턴 
7. 아메리칸 드림
8. 크리스탈 스프링스 리조트
9. 스트링 힐즈 광산
10. 어드벤처 수족관

102

1

3 4

5 6 7

9 108



/VisitNJ

특징
• 뉴욕과 필라델피아로의 쉬운 접근성

•	 200km에 달하는 대서양 연안

• 모든 의복 및 신발에 대한 0%의 판매세

• 아틀란틱 시티는 세계 최초의 보드워크, 
카지노, 레스토랑, 공연, 나이트라이프의 
중심지입니다.

• 케이프 메이에는 유명한 케이프 메이 
등대가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해안 
휴양지입니다.

• 프린스턴에는 역사적인 명소, 5성급 
레스토랑, 쇼핑 센터,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미국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된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습니다.

•	 40개 이상의 와이너리에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뉴저지의 와인을 즐겨보세요. 6개의 
와인 트레일에 모두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 크리스탈 스프링스 리조트는 마운틴 크릭의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호화로운 
숙박시설, 6개의 골프 코스, 수상 경력에 
빛나는 와인 지하 저장고, 스파, 야외 
액티비티로 유명합니다.

• 리버티 스테이트 공원에서는 자유의 
여신상과 뉴저지 9/11 기념관에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어드벤처 수족관에서는 15,000종 이상의 
수생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 아메리칸 드림은 각종 소매점, 음식점,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제공합니다. 

• 동해안에 있는 유일한 자연 늑대 서식지

• 스털링힐즈 광산의 터널을 통해 400미터 
정도 걸어가면 700개 이상의 형광 광물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뉴저지 여행관광국에서 여러분을 위한 
맞춤 관광 계획을 지원합니다. 단체 
관광객에게 언제든지 멋진 뉴저지 경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질문이 있다면  
609.292.4239로 전화 주시거나 VisitNJ.org 
를 방문하세요.

우리와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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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가득 찬 단체 관광 
및 어드벤처
강력한 전통을 자랑하는 뉴저지는 동해안을 따라 최고의 여가 활동과 각종 역사적, 
문화적인 활동으로 계속해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로의 쉬운 
접근성 등 뉴저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관광지를 방문하세요.

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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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SEY CITY

BAYONNE

The Mills at 
Jersey Gardens
ELIZABETH

Sandy Hook National 
Recreation Area
HIGHLANDS

MetLife Stadium
EAST RUTHERFORD

Six Flags 
Great Adventure 
& Safari
JACKSON

Pine Barrens 
of New Jersey

Atlantic City

Margate

Wildwood

Cape May 

Adventure
 Aquarium

CAMDEN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Grounds for
 Sculpture

HAMILTON

Duke Farms
HILLSBOROUGH

USGA
 Museum

LIBERTY CORNER

MORRISTOWN

Lakota Wolf Preserve
COLUMBIA

Sterling Hill
Mining Museum

OGDENSBURG

HAMBURG

Mountain Creek
VERNON

Paterson Great 
Falls National 
Historical Park
PATERSON

NJPAC
NEWARK

Jean & Ric
 Edelman

 Fossil Park
SEWELL

Island Beach 
State Park
BERKELEY

American Dream
EAST RUTHERFORD

Crystal Springs Resort

Mayo Performing
 Arts Center

Cape Liberty 
Cruise Port

Liberty State Park 
& Statue of Liberty

ATLANTIC 
OCEAN 

LANGUAGE: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