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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170 리오빌딩 4층

전화 : 02)711-0782  팩스 : 02)565-0811

중국 하이난 해구 고품격 2색 골프 (수)출발 3박5일(81홀)

특급호텔(온천)! / 최고의 선택, 후회NO! / 팁제외 올포함!

출발날짜 수요일 출발 – 3박5일 출발인원 2인 출발부터~

항 공 사 [7C]제주항공 적용기간 2018.10.24. 출발(단 1회)

호    텔 해구 더블트리 힐튼호텔(5성급) 객    실 2인 1실 기준

1인 상품가 \ 769,00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503-211878 모어투어

포함사항

 왕복항공권 및 택스, 호텔(2인1실), 조·중·석식, 골프비용 27홀(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피+락카)

 전용차량, 현지가이드, 해구 면비자, 여행자보험(1억원), 송영비

 불포함사항  캐디팁($17/18홀/1인), 기타 개인경비

안내사항

 - 캐디는 2인 1캐디 기준요금입니다.

 - 해구공항 도착후 입국수속시 여권과 함께 면비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주항공 무료 수화물 : 골프백1PCS = 20kg입니다.

 - 호텔과 골프장이 함께 있으며, 온천시설이 있는 자연속에 힐링이 가능한 해외골프 상품입니다.

추가사항

 - 싱글카트 비용은 $25/ 18홀/ 1인 추가됩니다. 

 - 호텔을 싱글차지(1인1실)로 사용하실 경우 1박당 $50(1인당) 추가 됩니다.

 - 9홀 추가시(맹글로브베이CC & 뷰티풀로맨틱베이CC) : $50(1인당) - 사전예약 & 현지지불입니다.

 - Late Check Out : $20/1인(18:00까지 Check-Out)

 - 해당상품은 노쇼핑 상품입니다.

숙박추가일  → 

별도문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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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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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수)

인천 19:30 인천 국제 공항 3층 출국장 – 개별수속

석:불포함

  7C8607 21:45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개별수속(비행시간 약 4시간15분)

해구
01:25

+1
해구 국제 공항 도착

  송영차량   가이드 미팅 후, 전용차량 탑승 후 호텔로 이동(약 40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더블트리 by 힐튼 또는 동급(5성급)

2일차

(목)
해구 송영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2분 소요

조:호텔식

중:클럽식

석:호텔식

• 맹글로베이C.C(홍수만)         27홀 라운딩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더블트리 by 힐튼 또는 동급(5성급) 휴식 및 자유시간

3일차

(금)
해구 송영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2분 소요

조:호텔식

중:클럽식

석:호텔식

• 맹글로베이C.C(홍수만)         27홀 라운딩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더블트리 by 힐튼 또는 동급(5성급) 휴식 및 자유시간

4일차

(토)
해구 송영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골프장을 이동 20분 소요

조:호텔식

중:클럽식

석:현지식

• 뷰티풀 로맨틱베이C.C.(미량만)         27홀 라운딩

석식 후, 차량 탑승하여 공항으로 이동

5일차

(일)

해구 7C8608 02:25 해구 국제 공항 출발

인천 08:15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