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시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구매는 예약 후 72시간 이내이며 항공권 구매 후 취소시 취소수수료 발생합니다. 

항공료, 각종 택스, 유류할증료, 호텔료(2인 1실), 조/석식, 송영차량, 그린피, 카트비(4bag)

중식, 캐디비(사전예약제-선택), 여행자보험

● 4인 1조 기준요금이며 3인 또는 2인 라운드일 경우 추가 요금 발생합니다.

● 싱글차지 : ￥ 3,000/인/박

● 9홀 추가 비용 : 4인 1조 라운딩시  주중 ￥ 3,000/인 추가,  주말 ￥ 4,000/인 (서울사전예약)

평일에 한해 18홀 후 추가 9홀 무료 서비스 제공하며, 골프장 사정으로 다 못할경우 환불은 없음

(단, 주중이라도 일본 공휴일은 제외 10/8, 11/23, 12/24, 1/1, 1/14, 2/10, 3/21   18홀 라운드 )

● 2인 라운딩시 현지 사정에 의해 조인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골프장에서 인정하는 클로징 조건을 제외한 취소는 환불불가입니다.

▶ 한국의 코리아나호텔에서 인수 운영하는 골프텔

▶ 한국인 직원 상주하여 언어의 불편함 최소화

▶ 미야자키 시내까지 차량으로 20분 거리(택시이용시 편도 약 3,500엔~)

▶ 조식 일본식or양식 중 택1, 석식은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가이세키or샤브샤브 제공

▶ 매주 화요일, 토요일 미야자키 반일 관광프로그램 및 쇼핑몰 편도 송영서비스 운영(유료, 사전예약필수)

☞ 세부일정

인천 국제공항 출발

미야자키 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현지직원 미팅 후 리조트로 이동 (이동거리 40분)

석식 및 휴식

아이와 미야자키 리조트 TEL.0985-74-3611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아이와 C.C - 18홀 + 9홀 서비스 : 카트플레이

* 평일 추가 9홀 서비스는 다 못돌아도 환불은 없음

라운드 종료 후 리조트로 이동

석식 및 휴식

아이와 미야자키 리조트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아이와 C.C - 18홀 + 9홀 서비스 : 카트플레이

여행기간 2018.12.16 ~ 12.20

899,000원

예약사항

FROM. 모어골프투어 기 준 인 원 4인 1조 / 2인 1실

[ZE 게릴라특가]아이와 리조트&골프 5일 (81홀)

TO. DATE. 2018.12.05

캐디비(1인)

아이와cc 18홀

상품가(인)

￥3,600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REMARK

골프장 홀수
카트비(1인)

4bag 3bag 2bag

TIME ITINERARY

￥4,600 ￥5,600 포   함 ￥1,000 추가

◆ 상 품 특 징 ◆

￥2,000 추가

MEALSDATE PLACE TRANS

제 1일 인  천 ZE 661 13:30

(일) 미야자키 15:00

석:호텔식

중:불포함

제2일 미야자키 도  보

HOTEL 

송영차량

(월) 조:호텔식

석:호텔식

HOTEL 

제3일 미야자키 도  보

4bag 3bag 2bag

(화) 조:호텔식



* 평일 추가 9홀 서비스는 다 못돌아도 환불은 없음

라운드 종료 후 리조트로 이동

석식 및 휴식

아이와 미야자키 리조트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아이와 C.C - 18홀 + 9홀 서비스 : 카트플레이

* 평일 추가 9홀 서비스는 다 못돌아도 환불은 없음

라운드 종료 후 리조트로 이동

제4일 미야자키 도  보

석:호텔식

(수)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호텔식

HOTEL 

중:불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