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동양의 나폴리 -“나트랑”초특가 이벤트
KN 깜란 씨사이드C.C/다이아몬드베이 CC 2색 골프PACK(72H) 3박5일-VJ항공

빈펄 그룹 운영의 럭셔리 고급 휴양골프, 나트랑 직항 스케쥴로 편안한 일정!

 ※ 상기 일정은 요일 및 휴장으로 골프장 순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40명 모집~ 

출발날짜  12월부터~3월20일까지 매일 출발 인    원  4인 이상

판 매 가

 
 

 \ 1,099,000 
  ♣써차지 기간 12월21~1월8일,2월4~9이 기간 1박당 $20 1인당 추가 요금 발생

   ♣구정연휴 기간 별도문의 2월2일,3일 출발-연말 연포 마감일 잇습니다.

예약조건  계약금 입금시  진행가능    

포함사항  VJ 항공료&TAX, 호텔(2인1실), 호텔조식,석식 3회, 전용차량, 한국어 가이드, 골프 18홀*3회 그린피/캐디피

 불포함사항
 클럽중식[$10~/인/끼], 캐디팁[$10/인/18홀당], 카트비 $20 18홀 기준,  해외 여행자보험, 
 미팅 샌딩 가이드/기사팁[$50/인-4인기준,&70 3인기준,&100 2인기준 출발전 현지지불],
 주말 추가 라운드 비용 주말 1회 18홀 기준 30불 추가 등

REMARK

 ♣ 전동카&캐디는 2인1카, 1인1캐디(골프장 사정에 따라 2인1캐디도 가능) 기준 (전동카 싱글차지 18홀당 $20)
 ♣ 추가 라운딩: 9홀 $70/인(주중), $90/인(주말)-그린피/캐디피/카트비 포함 -사전 홀수지정예약 한국지불 기준-
                18홀 $120/인(주중), $140/인(주말)-그린피/캐디피/카트비 포함 -사전 홀수지정예약 한국지불 기준-
                추가 라운딩은 주말 및 명절 등 특별한 경우 골프장 사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싱글룸차지 : 전일정 1인 15만원 - 출발전 지불조건 - 
 ♣ 낙뢰 및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라운딩 불가능시 **** 환불불가,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 및 자유시간으로 대체.
 ♣ 베트남 비자안내: 관광을 목적으로 베트남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최대 14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단, 2015년 1월 1일 이후 베트남 출국 후 한 달 이내 재입국시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베트남 입국시 부모 미동반 소아입국시 서류 별도 및 대한민국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골프장 설명

  ♣ 블루 다이아몬드C.C-2009년 12월 개장한 Diamond Bay Golf Club은 동양의 나폴리라 알려져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베트남 나트랑(Nha Trang)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트남 굴지의 그룹 황까우 그룹 (Hoan Cau Group)
 에 의하여 개발되어 개장된 국제대회 규모를 갖춘 골프클럽입니다.
 ♣ 깜란 씨사이드C.C-2018년 개장하는 Cam Ranh Links Golf Club은 Greg Norman이 디자인, 베트남의 선도기업
 인 KN Group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18H, par 72 (7,010 yards) 멋진 바다 전망으로 라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 개장 골프장으로 페어 웨이 융단을 보실수 잇습니다. 바닷가의 링크 코스로 멋진 풍광도 즐길수 잇습니다.

일 자  여 행 지  교통편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제1일 인  천

나트랑

VJ 837

전용차량

06:20
09:55
전일

 인천 국제공항 출발 (약 5시간 10분 소요),   **VJ수화물&골프클럽 20kg**
 나트랑 깜란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가이드/차량 미팅 후 골프장으로 이동 (약 50분 소요)
▶KN 깜란 씨사이드C.C - 18홀 라운딩 [티옵-미정]
 라운딩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석:한 식
 

 호텔 : SEN VIET 호텔 또는 YASAKA 사이공 호텔 동급-4성급
제2일 나트랑 전용차량 전일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30분 소요)

 ▶KN 깜란 씨사이드C.C - 18홀 라운딩 [티옵-미정]
 라운딩 후 호텔 귀환 및 자유시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한 식

  
 호텔 : 상동

제3일 나트랑 전용차량 전일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30분 소요)
 ▶KN 깜란 씨사이드C.C - 18홀 라운딩 [티옵-미정]
  라운딩 후 호텔 귀환 및 자유시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한 식

  
 호텔 : 상동

제4일

제5일

나트랑

인  천

전용차량

VJ874

전일

19;00
22:00
04:30

 조식 후 체크-아웃 / 골프장으로 이동(약 30분 소요)
 ▶다이아몬드 베이C.C - 18홀 라운딩 [티옵-미정] 
 라운딩 후 석식 후 마사지 선택 관광 후 
 공항으로 이동 및 출국수속
 나트랑 깜란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한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