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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레오팔레스 골프
 

수    신 고객님 귀하 발    신 
㈜모어투어 김대진이사

02)711-0782 / 010-2751-6651

출발날짜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03월 05일 출발인원 2명~

호    텔 레오팔래스호텔 프리미어룸 또는 동급 객    실 2인 1실

1인 상품가 문의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503-211878 모어투어

포함사항  항공료(유류&택스), 호텔(2인1실), 식사(조식), 전용차량, 그린피 18홀 + 카트비,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중식, 석식, 공항-호텔 왕복송영비 ($30/인, 2명일 경우 $60/인), ESTA 비자, PCR 검사비용 및 차량비, 

 외부라운드시 추가비용 및 차량비, 개인경비

추가사항

 • 예약금 1인당 50만원 입금 후에 예약 확정 및 티켓팅까지 동시 진행 됩니다.

 • 추가 9홀 : 5만원/인 추가 (가능여부 확인 후 확정됩니다.)

 • 호텔 내 식당 및 부대시설도 아직 완벽히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 골프장 컨디션 회복 중이오니 양해바랍니다. (현재 월요일, 금요일 휴장 - 추후 변동 가능)

참고사항

 • 호텔, 골프장 등은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명 미만시 왕복송영비 : 2명일 경우 $60/인, 3명일 경우 $40/인

 • 싱글룸차지 : 13만원/박/인

 • 조식 : 호텔 1층 (현재 이탈리아노식당 세트메뉴) 

 • 중식 & 석식 : 호텔내 식당 이용가능 (현재 호텔 내 이탈리아노 식당 이용)

 • 천재지변이나 기후로 인한 라운드 불가시 그린피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골프리조트  골프장 외에도 별도의 편의시설, 휴양시설, 카지노 등을 추가로 갖춘 리조트에서 숙박하는 상품

취소규정
 * 출발일 D-20전 취소시 호텔 2박 요금 페널티 부과됩니다.

 * 노쇼(NO SHOW) 또는 D-10전 취소시 지상비 전액 환불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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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표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제1일

인천

괌

전용차량

인천 국제 공항 제1터미널 출발 

인천 국제 공항 출발

괌 국제 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후 송영차량으로 호텔 이동

호텔 체크인 후 휴식

숙박 : 레오팔래스 프리미어룸 또는 동급(2인1실)

제2일 괌 카트

조식 후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골프장으로 이동

 레오팔래스      18홀 라운드(17:00까지 종료)

석식 후 호텔 휴식 및 자유시간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불포함

숙박 : 레오팔래스 프리미어룸 또는 동급(2인1실)

제3일 괌 카트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레오팔래스      18홀 라운드(17:00까지 종료)

석식 후 호텔 휴식 및 자유시간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불포함

숙박 : 레오팔래스 프리미어룸 또는 동급(2인1실)

제4일 괌 카트

조식 후 체크아웃 및 골프장으로 이동

 레오팔래스      18홀 라운드(17:00까지 종료)

석식 후 괌 국제공항으로 이동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불포함

제5일 괌

인천

괌 국제 공항 출발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