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소 그랑비리오 골프 & 천연온천욕 + 풍성한 먹거리

포함사항
 왕복항공비용, 호텔(2인1실), 식사(조식 & 석식, 술,음료무제한), 그린피 & 카트피 , 무제한 온천욕, 공항↔호텔 송영비용, 
 온천입욕료, 여행자보험(서비스)

불포함사항  중식, 개인경비

출발인원 2명~ 그랑뷔리오 홈페이지 http://www.aso-hotelresort.com/

일본 휴일 추가금 - 숙박비 : 11/2, 11,22, 1/8, 2/10, 2/22, 3/20 1500엔/1인 골프비 : 11/3, 11/23, 1/9, 2/23, 3/21 2500엔/1인                                                                
12월28일 - 1월3일 숙박시 박당 1인 7,000엔 추가됩니다. / 골프는 추가되는 비용 없습니다.                          

REMARKS

상기요금은 셀프카트플레이 기준요금입니다.(2인,3인 플레이 추가요금 없습니다.)

상기요금은 후쿠오카공항 도착 11시 이전, 후쿠오카공항 출발 16시 이후 기준 일정입니다.

1박 18홀 추가시 평일기준 ￥19,000 / 토,일,휴일기준 ￥22,000 추가됩니다.

싱글룸챠지는 1박당 ￥6,000 추가입니다.

주중에 9홀 추가시 2500엔 , 주말에 9홀 추가시 3500엔이 추가됩니다. 단) 한국 사전예약에만 특별할인이 적용됩니다.

항공 및 천재 지변으로 골프를 못칠경우 평일 ¥6,000 / 토,일,휴일 ¥8,000 인하됩니다.

서코스는 전동카(2인승카트)가 페어웨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 동코스는 전동카(5인승)가 자동으로 카트길로 다니며 리모콘조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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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인    천 LJ221 06:50 인천 국제 공항 출발

석:호텔식

08:10 후쿠오카 공항 도착

송영차량 탑승후 출발(약 120분 소요) 

아    소 송영차량 아소 도착 후 

동코스 혹은 서코스 - 9홀 라운딩(일몰시) 후

체크인 및 휴식

아소리조트 그랑비리오 호텔 ☎ 0967-35-2111

2일차 아    소

호텔 조식후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호텔식

동코스 혹은 서코스-27홀 라운딩 후

휴식 후 저녁식사(술,음료 무제한)

활화산 자락의 100% 천연온천욕으로 하루를 마무리~

아소리조트 그랑비리오 호텔 ☎ 0967-35-2111

3일차

아    소

후쿠오카

인   천

호텔 조식후 체크아웃

조:호텔식

동코스 혹은 서코스-18홀 라운딩 후

송영차량 골프 종료후 후쿠오카로 이동(약 120분소요)

7C1403 17:50 후쿠오카 공항 출발

19:10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소리조트 그랑비리오 소개

소재지 일본 / 큐슈 / 구마모토 / 아소 

코스 개요 13,503 Yard / Par 144 / 36H(동코스 18홀, 서코스 18홀) 

부대시설 리조트호텔, 클럽 하우스, 레스토랑, 연회장, 천연온천 대욕장 

이동 거리 구마모토공항에서 약 40분 소요

소개

호텔 베란다에서는 웅대한 아소산 외륜에 둘러싸여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조망할수있는 파노라마가 펼쳐지며, 
원천이 흐르는 천연온천에서는 여행과 골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낼수 있다.
넓은 페어웨이와 복잡한 언쥴레이션의 그린이 전략성을 높이는 동코스 18홀와 경사면에 레이아웃된 임간코스로
아름다운 워터홀이 자리잡고있는 서코스 18홀에서 호쾌한 샷을 날려보자.

객실 규모 양실,특별실 총 180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