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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170 리오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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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해도 명문 기타히로시마 클라세 2색 골프 여행(2박3일)

수    신 고객님 귀하 발    신 
㈜모어투어 김대진이사

02)711-0782 / 010-2751-6651

출발날짜 2020년 출발인원 4명

호    텔 기타히로시마 클라세 호텔 객    실 2인 1실

1인 상품가
담당자와 협의

대한항공은 실시간요금이며 예약시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503-211878 모어투어

포함사항
 항공왕복료, 호텔(2인1실), 식사(조식, 석식), 셔틀버스, 그린피 2회(36홀), 카트피, 온천입욕료, 락커피,

 여행자보험(1억원)

 불포함사항  중식, 개인경비

안내사항

 - 상기요금은 셀프카트플레이 기준요금입니다.

 - 2인 또는 3인 골프 라운드 시 카트비 추가요금 있습니다.

 - 여권상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

추가사항

 - 싱글룸 추가시 : 3,500엔/박당/인

 - 9홀 추가시 : 기타히로시마(평일은 사전예약 가능, 주말은 현지 진행상황에 따라 골프장에서 판단)

 (그린피+카트비) 평일 4명 3,630엔 / 3명 3,905엔 / 2명 4,180엔, 주말 4명 4,730엔 / 3명 5,225엔 / 

                      2명 5,720엔

 - 1일차 송영택시 1인 요금(3인시 1,000엔/2인시 1,500엔)

새벽 라운딩  평일 5,000엔, 주말 또는 휴일 7,800엔 – (5/1~8/31 4시20분~5시00분경 티업)

식사안내
 조식 – 뷔페식 ※ 호텔 조식은 티업시간에 따라 샌드위치도시락 또는 클럽조식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석식 - 뷔페식

취소 수수료  - 지상비 : 출발 29일~14일전 20%, 14일~7일전 40%, 7일~2일전 70%, 1일전~당일 100%

기타히로시마 C.C 북해도 C.C

클럽랜탈 5,500엔 5,500엔

캐디피 3,960엔(3B-4,510엔/2B-5,940엔) 4,070엔(3B-5,1700엔/2B-6,270엔)

카트피 포함(3B-550엔UP/2B-1,980엔UP) 포함(평일3B-550엔UP/2B-1,100엔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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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장  소 교  통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1일차

인 천 대한항공 10:00 인천 국제 공항 2터미널 3층 출국장 - 개별수속 

석:호텔식

  KE 795 12:25 인천 국제 공항 출발

북해도 15:10 신치토세 국제 공항 도착(미팅보드 : 기타히로시마 크라세)

  송영택시   송영택시 탑승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40분 소요) 

기타

히로시마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천연 온천 휴식

    숙소 : 기타히로시마 클라세 호텔(2인1실) 또는 동급

2일차
기타

히로시마
도보

  호텔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호텔식

미정 기타히로시마(동/서/남 코스) -  중 1곳 18H 라운딩

천연온천 및 호텔 휴식

숙소 : 기타히로시마 클라세 호텔(2인1실) 또는 동급

3일차

기타

히로시마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및 골프장이동

조:호텔식

중:불포함

셔틀버스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골프장으로 이동(약 60분 소요)

북해도G.C - 18H 라운딩

라운딩 후 공항으로 이동(약 35분 소요)

북해도 KE 796 16:20 신치토세 국제 공항 출발

인 천 19:30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수고 하셨습니다.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일정의 골프장에서 카트셀프플레이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