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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고시마 히토요시(人吉) 2색 골프 여행

완전 올포함 상품! 이스타항공! 온천 천국! 시내 호텔!

출발날짜 매일 운항 - 2박3일 출발인원 4인 출발부터~

항 공 사 [ZE]이스타항공 적용기간 2018.10.28. ~ 2019.03.30. 까지

호    텔
썬 히토요시 호텔(4성급)

http://www.sunhitoyoshi.jp/ 
객    실 2인 1실 기준

1인 상품가 79만원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503-211878 모어투어

포함사항

 항공왕복료, 썬히토요시 호텔(2인1실), 식사(조식,클럽식,석식-가이세키), 그린피 & 카트피 & 라커피

 1일차 호텔 도착 전 마트 쇼핑 포함, 송영비용포함(4인출발기준조건), 여행자보험(1억원)

 불포함사항  매너팁 및 개인경비

안내사항

 - 상기요금은 셀프카트플레이 기준요금입니다.

 - 2인 또는 3인 골프 라운드 시 추가요금 없습니다.

 - 석식은 호텔 가이세키요리를 포함해서 , 외부 맛집까지 1인당 매끼 4,320엔이 책정된 

   최고 퀄리티 석식을 제공합니다.

추가사항

 - 전용 송영차량 이용시 2명 출발 \50,000/1인 / 3명 출발 \30,000/1인 추가됩니다. 

 - 호텔을 1인1실로 사용하실 경우 1박당 35,000원 추가 됩니다.

 - 9홀 추가시 : 평일 25,000원 / 주말 및 일본휴일 35,000원 - 사전예약 & 사전지불입니다.

   승용카트 페어웨이 진입가능(우천시 불가)

 - 단) 현지에서 임의로 9홀을 추가하시면 골프장에서 호텔까지는 택시를 이용하게 되며 비용

    (택시비 & 골프추가비용)은 고객 지불 조건 입니다.

숙박추가일  → 11/23, 11/30, 1/14, 2/11, 3/21 - 4,500엔/1인/박당 추가 됩니다.

별도문의일  → 12/21-14, 12/31-1/4, 2/1-4, 2/28-3/3

http://www.sunhitoyoshi.jp/


(주)모어투어 

https://moretour.net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170 리오빌딩 4층

전화 : 02)711-0782  팩스 : 02)565-0811

일  정  표 

일  자 장  소 교  통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1일차

인천 12:00 인천 국제 공항 3층 출국장 - 개별수속 

석:가이세키

  ZE651 14:45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개별수속

가고시마 16:35 가고시마 국제 공항 도착

  송영차량   송영차량 탑승 후 호텔로 이동(약 50분 소요) 

히토요시 호텔 들어가기 전에 마트에서 일본 생필품 쇼핑

호텔 체크인 후 가이세키 석식 후 자유시간

    주변의 온천(설명자료 참조)체험, 천연온천(입욕료 별도)

      숙소 : 호텔 썬 히토요시(4성급) - 2인1실 / 0966-22-7741

2일차 히토요시 송영차량

  호텔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15분 소요

조:호텔식

중:클럽식

석:야키니꾸

• 구마C.C 또는 체리C.C         18홀 라운딩

18:30 석식안내 : 호텔에서 도보로 이동하여 "牛車" 식당

석식내용 : 최상급 야끼니꾸 & (생맥주 or다른종류ok)     

           두잔씩 포함

호텔 휴식 및 자유시간

3일차 히토요시 송영차량

  호텔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15분 소요

조:호텔식

중:클럽식

석:코스요리

• 구마C.C 또는 체리C.C         18홀 라운딩

18:30 석식안내 : 호텔에서 도보로 이동하여 "키라쿠야" 식당

석식내용 : 코스 요리 & 생맥주 및 주류 무제한 포함

호텔 휴식 및 자유시간

4일차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골프장으로 이동 10분 소요

조:호텔식

중:클럽식

히토요시 송영차량 • 구마C.C 또는 체리C.C         18홀 라운딩

송영차량 탑승후 출발(약 1시간 40분 소요) 

가고시마 ZE652 17:30 가고시마 국제 공항 출발

인천 19:40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수고 하셨습니다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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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소개 - 3개 골프장 모두 페어웨이에 승용카트가 진입해서 편하게 라운드가 가능합니다.

골프장소개 구마(球磨) 골프장 구마모토 크라운 골프장 체리골프 히토요시 코스

코스개요 27홀 / 파 108 / 10,030 Yard

골프장의 부도로 인하여 

코스 관리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저희 상품에서는

당분간 빼기로 했습니다.

18홀 / 파 72 / 6,557 Yard

스타일
캐디(5명)가능 / 승용카트

/ 페어웨이진입

캐디(2명)가능 / 승용카트

/ 페어웨이 진입

홈페이지 http://kuma-cc.com/ http://www.cherry-group.jp/course_hitoyoshi/

이동거리
호텔-골프장 15분거리 호텔-골프장 10분거리

공항-골프장 60분 거리 공항-골프장 50분 거리

숙소 소개 - 호텔 썬 히토요시 - 3성급 비즈니스 호텔

소재지 일본 / 구마모토 / 히토요시 와이파이 무료(객실,로비,레스토랑) 비밀번호 : 0966227741

객실규모 총 81개 객실(싱글룸 30개, 트윈 30개, 트리플 & 스위트 12개) 

부대시설 세탁코너, 택배, 연회장, 비지니스센터, 음료자판기, 자전거 무료대여

이동거리 가고시마 공항에서 약 50분 소요 , 히토요시 시내 도보로 이동가능, 각 골프장 10분~20분 사이에 위치

숙소소개

일본의 작은 교토라고 불리우는 온천의 고향 " 히토요시(人吉)"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이다.

일본 3대 급류로 유명한 구마강(球磨川)을 끼고 지어진 호텔은 야경이 아름답고, 시내에 위치해 있어서 

라운딩 후 자유롭게 도보로 다양한 곳(편의점, 파칭코, 선술집, 관광지..)을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천 상세 설명

* 히토요시 지역은 피부에 좋은 "미인탕"이라고 불리우는 원천이 무려 60여곳. 

  3군데의 온천을 추천합니다.(프론트에 온천비용 지불)

* 택시를 이용하는 온천은 프론트에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 1시간 30분후에 택시가 픽업을 하러옵니다.

 (시간 조절 가능 - 프론트 응대)

1. 호텔에서 도보로 7,8분 거리의 온천으로 온천수질은 히토요시 최고수준. 

  입장료 300엔 / 24시간 영업 야간 늦은 시간 추천!

2. 노천온천이 좋은 "세키데이온천" 택시로 3, 4분거리. 

  입장료 550엔(왕복택시비 포함) / 3시~6시 18홀 골프 후 저녁 전 추천!

3. 온천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온천탕이 완비. 택시로 10분정도(22시까지) 

  입장료 1300엔(왕복택시비 포함) / 저녁 후 추천!

http://www.cherry-group.jp/course_hitoyosh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