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욲용 - 일정
일자

일

정 (11월 23일~27일)

비고

제 1 일 공항 → 관광 및 골프일정 수송 → 개막식 참석(12:00~16:00) → 숙소

제 2 일 공항 → 관광 및 골프일정 수송 → 개막식 참석(12:00~16:00) → 숙소
상세 일정은
미정
제 3 일 공항 → 관광 및 골프일정 수송 → 개막식 참석(12:00~16:00) → 숙소

가자고속관광

제 4 일 공항 → 관광 및 골프일정 수송 → 개막식 참석(12:00~16:00) → 숙소

*버스필요 희망대수 : 45인승 대형버스 500여대
25인승 중형 카욲티 50여대
(인원: 약 2만명 수송 가능)

미래관광
대표주관여행사: (주)부민가자투어, ㈜가자일영투어, (주)제주엄지항공여행사

*상담전화 : 064-74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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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욲용 - 요금표
1. 쇼핑 불포함
구분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포함사항

45인승 대형 600,000 1,200,000 1,800,000 2,400,000

비고

부가세포함

25인승 중형 400,000 800,000 1,200,000 1,600,000 기사일비 포함

2. 쇼핑 포함
구분

1박2일 - 쇼핑 1회

2박3일 - 쇼핑 2회

포함사항

45인승 대형

1,000,000

1,200,000

부가세포함

25인승 중형

600,000

800,000

비고

3박4일(쇼핑3회)
석조패턴
가격동일
기사일비 포함

가자고속관광

• 행사 시 가이드 일비: 1일 200,000원 (쇼핑불포함)
1일 150,000원 (쇼핑포함)
예시) 2박3일 관광일정 시 쇼핑3회 포함 가이드일비: 450,000원
쇼핑 불포함 가이드일비: 600,000원
* 입금계좌: 농협 355-0043-6957-93

㈜부민가자투어

대표주관여행사: (주)부민가자투어, ㈜가자일영투어, (주)제주엄지항공여행사

미래관광
*상담전화 : 064-74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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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일정 1박2일/2박3일/ 3박4일 요금표
*쇼핑불포함 상품요금
구 분(일 수)

차량만 이용시
기사일비포함

차량 및 가이드포함

차량(가이드)관광일정
쇼핑 불포함시
800,000+진행료(20,000)*인원수
= 합계금액산출

1일

600,000

800,000

2일

1,200,000

1,600,000

1,600,000 + 진행료(20,000)*인원수
= 합계금액산출

3일

1,800,000

2,400,000

2,400,000 + 진행료(20,000)*인원수
= 합계금액산출

* 차량만 이용시 1일: 200,000원, 2일: 400,000원 , 3일: 600,000원
가이드 비용이 공제됩니다.
1.위 상품은 부가세 불포함 상품입니다.
2.1인 계약금은 항공,숙박,차량 확정 시 총금액의 50% 사전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항공,숙박 결제 시 필요)
3.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064-748-4003 / FAX. 064-749-0324
(담당: 현혜정, 홍숚길, 김은주, 부영욱)
총괄담당: 부창우 대표

* 입금계좌: 농협 355-0043-6957-93

㈜부민가자투어

대표주관여행사: (주)부민가자투어, ㈜가자일영투어, (주)제주엄지항공여행사

석식 추천메뉴(4인기준-1인요금)
활어회정식
40,000 ~ 50,000
흑돼지구이(200g)
30,000 ~ 40,000
말고기코스요리
35,000 ~ 50,000
향토식코스요리 55,000

(갈치구이+고등어조림+돔베고기+
성게국+해산물맛보기)

해궁 해싞탕 40,000

(전복+오골계+문어+가리비+해산물)

통갈치조림 45,000
* 음.주류별도(반입금지)
* 위 상품은 노팁, 노옵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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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일정 2박3일/3박4일 요금표(오후→오전)
*쇼핑불포함 상품요금
구 분(일 수)

3일

차량만 이용시
기사일비포함

차량 및 가이드포함

1,250,000(3일)

1,700,000(3일)

11/24(목) 오후
~ 11/26(토)오전

1,800,000(4일)

4일

11/23 ~ 11/26 3박4일
11/24 ~ 11/27 3박4일

11/24(목) 오후
~11/26(토) 오전

2,400,000(4일)

11/23 ~ 11/26 3박4일
11/24 ~ 11/27 3박4일

차량(가이드)관광일정
쇼핑 불포함시
1,700,000 +지상비(중식)포함
금액(20,000)*인원수
= 합계금액산출
2,400,000 +지상비(중식)포함
금액(20,000)*인원수
= 합계금액산출
11/23, 11/24 동일요금적용

* 차량만 이용시 1일: 200,000원, 2일: 400,000원 , 3일: 600,000원
가이드 비용이 공제됩니다.
1.위 상품은 부가세 불포함 상품입니다.
2.1인 계약금은 항공,숙박,차량 확정 시 총금액의 50% 사전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항공,숙박 결제 시 필요)
3.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064-748-4003 / FAX. 064-749-0324
(담당: 현혜정, 홍숚길, 김은주, 부영욱)
총괄담당: 부창우 대표

* 입금계좌: 농협 355-0043-6957-93

㈜부민가자투어

대표주관여행사: (주)부민가자투어, ㈜가자일영투어, (주)제주엄지항공여행사

석식 추천메뉴(4인기준-1인요금)
활어회정식
40,000 ~ 50,000
흑돼지구이(200g)
30,000 ~ 40,000
말고기코스요리
35,000 ~ 50,000
향토식코스요리 55,000

(갈치구이+고등어조림+돔베고기+
성게국+해산물맛보기)

해궁 해싞탕 40,000

(전복+오골계+문어+가리비+해산물)

통갈치조림 45,000
* 음.주류별도(반입금지)
* 위 상품은 노팁, 노옵션 상품입니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