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투어(iDear Tour) -코사무이 전문 여행사
11/26 Maenam Moo 1 Koh Samui Suratthani Thailand 84330 Tel:+66(0)77 310 630 Fax:+66(0)77 310 753 Mobile:+66(0)81 978 6711
서울 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1-25 이루리빌딩 3F Tel:+82(0)2 6053 2191 Fax:+82(02) 717 3676 Mobile: +82(0)10 5206 5711

코사무이 허니문 반자유 여행 일정표(노쇼핑 상품)//4박 6일
#일정상의 기사/현지인 가이드, 리조트 별 허니문 특전사항, 리조트 내 부대시설 무료 이용
# 모든 구간 픽업 서비스 (공항 -리조트간 & 행사 일정 픽업 차량)
#허니문 특전 [1] ~ [8] 중 1일 1회 총 3회 선택 가능
[1]코타오&코낭유안 아일랜드 호핑투어 + 스노쿨링 + 중식 [현지식 뷔페]
[2]앙텅 해양 국립 공원 아일랜드 호핑투어 + 스노클링 +중식(현지식 뷔페)
특전사항

[3]럭셔리 요트 크루즈 + 요트 스낵식 (조인요트)
[4]아일랜드 사파리 투어 + 현지식
[5]낚시투어 + 현지식
[6]리조트 휴식 + 리조트 런치 [스파게티/피자/클럽샌드위치 중 택 1]
[7]아로마 오일 맛사지 1시간 30분 (타이 맛사지, 발맛사지 변경 가능)
[8]허니문 화보 해외 스냅 촬영 (한국인 전문프로작가분과 진행. 총 20컷 + CD 제공 또는 메일 전송 작가팁 1인 25$불포함)

포함사항

숙박비. 식사비.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 보험. 기사/현지 가이드 팁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낭유안 투어는 2일차/요트는 3일차로 예약이 들어갑니다.
#여권 만료일은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환전은 매너 팁(약 1달러 20~30달러)외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소지 해주세요.
#태국 내 전자담배 및 아이코스 반입금지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태국 입국시 담배는 1인 1보루. 술은 1인 1병(1ℓ) 까지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 위반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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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국제공항 도착 후 자유 시간 및 환승 수속

방 콕

방콕 국제공항 출발

사무이

사무이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손님 성함이 적혀있는 피켓 확인]
- [실내가 아닌 외부 미팅 포인트에서(무빙워크지나) 한글로 된 피켓을 찾은 후 차량이동]
리조트 휴식 및 자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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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텔식
중/기내식
석/자유식

리조트 조식 후
허니문 특전 8가지 중 택 1 - 3일째와 4일째 선택 사항 동일 적용되며 중복선택 불가
[1]코타오&코낭유안 아일랜드 호핑투어 + 스노클링 + 중식 [현지식 뷔페]
- 코사무이의 아름다운 바다 낭유안에서의 스노클링을 즐겨보세요~
리조트 조식 후 로비에서 픽업차량 이용하여 선착장까지 차량 이동
배를 타고 낭유안섬으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투명한 바다 속 열대어들과의 스노클링 즐기기
중식 (현지식 뷔페) 후 휴식 및 스킨 스쿠버 다이빙 포함시 1인 15만원 추가

[2]앙텅 해양 국립 공원 아일랜드 호핑투어 + 스노클링 +중식(현지식 뷔페)
- 스피드 보트를 이용해 해양국립공원과 스노클링, 카약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리조트 조식 후 로비에서 픽업차량 이용하여 선착장까지 차량 이동
배를 타고 이동 중 스노클링 즐기기
도착 후 카약킹 또는 뷰포인트 관광
중식 (현지식 뷔페) 후 휴식

[3]럭셔리 요트 크루즈(조인요트) 단독요트 1시간 또는 2시간(선셋,낚시가능)추가비용발생
- 럭셔리 요트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낭만을 즐겨보세요~
- 소프트 드링크 제공

[4]아일랜드 사파리 투어 + 현지식
- 코사무이의 열대 정글을 코끼리를 타며 체험해보세요~
- 신기한 동물들과 원숭이쇼 & 코끼리쇼 관람
리조트 조식 후 로비에서 픽업차량 이용하여 아일랜드 사파리까지 차량 이동
코끼리 트래킹. 코끼리/원숭이 쇼 관람 사원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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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낚시투어 + 현지식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선상 낚시~
리조트 조식 후 로비에서 픽업차량 이용하여 선착장까지 차량 이동
배를 타고 낚시 포인트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게임 낚시를 하며 낚시 즐기기
중식 (현지식 뷔페) 후 휴식 및 기념사진 촬영

[6]리조트 휴식 + 리조트 런치 [스파게티/피자/클럽샌드위치 중 택 1]
- 리조트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겨보세요~
- 리조트 내 프로그램 & 풀장 & 부대시설과 서비스 이용가능
** 투숙하는 리조트별 부대시설 상이하며. 유료/무료 확인 후 서비스 이용 바랍니다.

[7]아로마테라피 1시간 30분 ( 리조트 3시간 커플 코스 추가시 1인 15만원 ~)
- 여행의 피로를 한번에 씻어 줄 오일 마사지~
- 은은한 아로마 향기 속 마사지를 받으며 힐링하세요

[8]허니문 화보 해외 스냅 촬영
(한국인 전문프로작가분과 진행. 총 20컷 + CD 제공 또는 메일 전송 작가팁 1인 25$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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