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出 조조패턴 ♨ 온천천국 히토요시(人吉) 3색골프 

일정 출발일 지상비 출발일 지상비

3박4일
월, 화, 수 출발 ¥102,000 일 출발 ¥104,000

목 출발 ¥107,000 금, 토 출발 ¥110,00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503-211878 원화 계좌 (주)모어투어

포함사항 히토요시료칸(2인1실), 식사(조식,석식-가이세키), 그린피 & 카트피 & 라커피,송영비용포함, 온천입욕료, 특식1회

불포함사항 항공왕복, 중식, 여행자보험

출발 인원 4인 이상 홈페이지 - 히토요시 료칸 https://www.hitoyoshiryokan.com/

일본 휴일 추가금 발생일 - 숙박비 :11/2, 11/22, 1/8, 2,10, 2/22, 3/20 2500엔/1인 골프비 : 11/3, 11/23, 1/9, 2/23, 3/21 3,000엔/1
인                         12/28~1/3까지 별도문의 (연말연시)

REMARKS

료칸은 2인1실로 다다미방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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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18홀 추가시 평일기준 ￥25,000 / 토,일,휴일기준 ￥30,000 추가됩니다.

해당 금액은 8인이상 기준 요금으로 조인이 안 되어 4인 출발시 15,000엔/1인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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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인천 인천공항 출발

중:불포함                    
석:가이세키

후쿠오카 후쿠오카공항 도착후 차량미팅 및 이동(약 2시간 20분소요)

구마 or 크라운or체리 골프장 - 매일 18홀 라운드 

라운딩 종류 후 이동

히토요시 송영차량 호텔 체크인 후 가이세키 석식 후 온천욕

♨ 히토요시료칸 - 2인1실 다다미방

2~3일차 히토요시 송영차량

조식후  골프장으로 이동 - 15분~20분 이동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가이세키

구마 or 크라운or체리 골프장 - 매일 18홀 라운드 

모듬사시미 특식(4인 기준) 1회 제공

라운딩 종류 후 휴식

가이세키 석식 후 자유시간

4일차

조식후 체크아웃후 

조:호텔식
중:불포함

송영차량 후쿠오카로 이동(약 2시간 20분소요)

후쿠오카 후쿠오카 공항 출발

인천 인천공항 도착 / 수고 하셨습니다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소개

골프장 소개 구마(球磨) 골프장 구마모토 크라운 골프장 체리골프 히토요시 코스

코스개요 27홀 / 파 108 / 10,030 Yard 18홀 / 파 72 / 7,086 Yard 18홀 / 파 72 / 6,557 Yard
스타일 승용카트 / 페어웨이진입 캐디(5명)가능 / 승용카트 / 페어웨이진입 승용카트 / 페어웨이 진입

홈페이지 http://kuma-cc.com/ http://www.crowngolf.jp/index.html http://www.cherry-group.jp/course_hitoyoshi/

숙소 소개 - 히토요시 료칸
소재지 일본 / 구마모토 / 히토요시

이동거리 후쿠오카공항에서 약 3시간 소요 , 히토요시 시내 도보로 이동가능, 각 골프장 15분~20분 사이에 위치

숙소소개
히토요시 료칸은, 「유형문화재 」로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 약 100년 가까운 전통 료칸입니다 
지금은 매우 보기드문  목조2층 건물로서, 많은 국내외의 손님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100% 천연온천으로 촉촉하며 피부를 매끄럽게 해줘 미인탕으로 불리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