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전금고: 각 방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용 시 호텔에따라 무료이거나, 약 3-4불 비용이 발생 됩니다.

2. 음료수:

3. 얼음:

4. 전화 메시지:

5. 비디오:

6. 샤워:

7. 룸 키:

8. 에어컨:

9. 전화사용:

10. 팁:

11. 가이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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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시 참 고 사 항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하와이의 물은 천연수로 세면대의 물이나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드셔도 됩니다.

호텔의 각층, 또는 호텔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층에 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에 빨간 불이 깜박이면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것이므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유료이므로 보시기 전에 프로그램을 잘 검토 하시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욕실 안에는, 욕조를 제외한 바닥에는 배수구가 없으므로 샤워를 하실 때는, 커튼을 

택시 이용 시 택시요금의 15% 정도. 

“확정된 일정 외에 현지 담당 회사나 담당 가이드를 통하지 않은 개인적인 예약이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사항, 사고,

분실, 예약 불 이행 등에 대해서는 현지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고, 서비스나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예약된 비용은 전액 환불됩니다.

2.  귀중품은 안전금고(호텔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에 보관하시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3.  긴급한 사항 시 전화 808-922-1122 또는 비상연락처 808-462-1745로 전화해 주십시오.

4.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담당가이드에게 말씀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욕조 안으로 넣고 사용 하셔야 합니다.

방에서 나오실 때는 반드시 열쇠 또는 카드 키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잠김)

(예: 한식당 세트 메뉴는 1인1불, 동백뷔페/아틀란티스씨푸드/중국식랍스터는 1인2불, 호텔디너는 $5~10 정도)

호텔에서 매일 아침에 룸 메이드 에게 주는 팁 하루 $2~6정도 (호텔급수에 따라 차이 있음)

 또는 포터 (벨 맨), 룸 서비스 이용 시 $2~5 정도.

주무실 때는 건강을 위하여 에어컨을 끄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타 주 전화 9 – 1 – 지역번호 - 전화번호

시내전화

객실에서 객실

9 - 전화번호

1층- 9층 : 7 – 객실 번호,   10층 이상 :  객실 번호

5.  선택관광은 기후, 날씨, 현지업체 사정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손님의 과실이 없을경우 

6.  호텔 체크인시 매일 신용카드로 $40~200 승인을 받게 되어있고 체크아웃 후 48시간 내에 승인 취소 됩니다.

9 – 011 – 82 – 지역번호 (0을 제외) - 전화번호

1.  자외선이 한국보다 강하니 수영 및 산책 시에는 꼭 썬크림을 바르십시오.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가이드 팁은 패키지의 경우 담당 가이드에게 4박5일 기준으로 

일인 $50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행패키지 예약 시 상품별로 담당가이드 팁은 포함되어 예약된 경우가 있으니 담당가이드와 

팁 포함여부는 확인하시고 포함된 경우 담당가이드의 팁은 별도로 지불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전화

일반적으로 레스토랑 등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서는 약 15-20% 

*** 개인 소지품은 각자 관리 하시고 분실 시 여행사 또는 버스회사 에서는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선택관광 일반 취소 규정 : 72시간 내 취소시 100% 패널티 *

* 특별 취소 규정 : 해당 옵션별로 별도 표기 (마우이, 힐로, 코나, 카우아이 일일관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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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관 광

현재도 활동중인 하와이섬 활화산의 장엄한 경관과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상품으로 특별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로운 폭포와 화산국립공원, 빅아일랜드 캔디 공장,

아카카폭포 주립공원 등의 방문으로 하와이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관광코스를 제공합니다. 

하와이의 살아 숨쉬는 활화산과 이국적인 경관은 단 하루의 시간이지만 하와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잊지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릴 것 입니다. 

※ 예약과 동시에 주내선 항공 예약 및 발권이 진행됩니다. (발권 후 캔슬시 100% 패널티 발생)

▶릴리하 베이커리 또는 라이온스 하와이커피 ▶팔리 바람산 전망대 ▶카카아코 그래피티 아트스트릿

▶워드빌리지- 오하나헤일 마켓 플레이스/홀푸드 마켓/노드스톰랙 등(선택) 

***호텔(와이키키)픽업서비스 포함***  / ** 중식 불포함(자유 진행)

▶와이키키 호텔가 ▶다이아몬드헤드 ▶카할라 고급 주택지 ▶하와이카이

▶하나우마베이 전망대(화요일제외) ▶블로우홀 ▶마카푸 포인트

▶로맨틱하고 역사적인 할레이바 올드타운 관광▶돌파인애플 플렌테이션

▶와이켈레아웃렛쇼핑( 1시간 쇼핑) ▶호텔귀환    [*소요시간: 9 ~ 4:30/5pm전후]

***호텔(와이키키)픽업서비스 포함***  / ** 중식 불포함이며 추가시 $15 별도 / 운영: 주 4일 운영 (월,화,목,일)

※ 스냅촬영 추가비용  : 스냅 판매가 커플당 $280 (월/화/목 예약가능, 섬일주비용 불포함)

*다이아몬드전망대, 블로우홀,샌드비치,마카푸비치 4군데 장소에서 스냅촬영

** 왕복 항공권, 한국인가이드,

화산 국립공원 입장료, 중식 포함

※ 성수기에는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 비용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항공 상황에 따라, 이른 새벽 출발 / 늦은 저녁 리턴 항공으로 투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현 지 요 금내                 용

**가이드팁 $10 별도

성인 = 아동 동일

(고객용)   ※   2020년 하와이 선택관광 안내 (808) 922-1122

마우이섬 (계곡의섬)

일일 관광

Maui day tour

하와이 섬 중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었고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으로 인해 ‘가든 아일랜드‘ 라고 불리우

는 카우아이섬은 섬전체가 푸른밀림지대로 이루어져 하와이의 원시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어

많은 헐리우드 영화의 촬영지가 되었던 섬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는 태평양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2,857 피트의 와이메아 캐넌, 스파우팅혼, 카우

아이 커피농장, 최북단에 위치한 칼라라우전망대, 트리터널 등 아름다운 관광 코스를 즐길 수 있는 여

행상품 입니다.

** 왕복 항공권, 한국인가이드,

**가이드팁 $10 별도

※ 성수기에는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 비용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화,수,목,토,일 운영)

$390

성인 = 아동 동일

항공시간별로 픽업 & 리턴 시간 다름

(화,목,토,일 운영)

성인 = 아동 동일

$400
** 일정 중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투어만 현지 로컬 업체 차량으로 별도 환승하여 진행됩니다. **

세계최대 규모의 분화구가 있는 할레아칼라 국립공원의 대자연 경관과 하와이의 옛 수도로 고대문화의

발자취와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라하이나 타운, 낭만적인 해변과 현대적인 고급 리조트 시설의 카아

나팔리등 마우이섬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방문하고 둘러 볼 수 있으며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 안에

대자연의 신비함과 풍부한 고대역사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여행상품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중식 포함

항공시간별로  픽업 & 리턴 시간 다름

카할라 호텔 픽업 왕복 $20/인 추가 됩니다.

카할라 호텔 픽업 왕복 $20/인 추가 됩니다.

※ 성수기에는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 비용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예약과 동시에 주내선 항공 예약 및 발권이 진행됩니다. (발권 후 캔슬시 100% 패널티 발생) 항공시간별로  픽업 & 리턴 시간 다름

※ 항공 상황에 따라, 이른 새벽 출발 / 늦은 저녁 리턴 항공으로 투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팁 $10 별도

성인 $90

일반 취소 규정 : 72시간 내 취소시 100% 패널티  /  특별 취소 규정 : 해당 옵션별로 별도 표기 (마우이, 힐로, 코나, 카우아이 일일관광 등)

카할라 호텔 픽업 왕복 $20/인 추가 됩니다.

(월요일 예약 불가)

하와이섬 (화산섬)

일일관광

Big Island day tour

카와이섬 (정원의섬)

일일 관광

Kauai day tour

단, 예약시 가능여부 필수 체크

※ 예약과 동시에 주내선 항공 예약 및 발권이 진행됩니다. (발권 후 캔슬시 100% 패널티 발생)

※ 항공 상황에 따라, 이른 새벽 출발 / 늦은 저녁 리턴 항공으로 투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400

** 왕복 항공권, 한국인가이드, 중식 포함

▶와이키키 호텔가 ▶다이아몬드헤드 ▶카파훌루 -레오날드 베이커리 말라사다 시식 

▶호놀룰루 다운타운 – 하와이 극장&차이나타운 관광 ▶피어38 피시 마켓 관광 

*중식 $15 별도 (새우요리 & 음료)

<아동 3-11세>

<아동 3-11세>

*전문이미지 30장 포함 / 작가팁 1인 $10 불포함

*가이드 팁 $10 불포함

▶알라모아나 비치파크–매직아일랜드 ▶호텔귀환    [*소요시간: 9am~ 6:30pm전후] 

오아후

핫플레이스 투어

오아후 섬일주

스케치 투어

* 6인 이상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투어 가능

성인 $90

아동 $80

*가이드 팁 $10 불포함

오아후 섬의 정말 HOT 한 장소만 쏙쏙 골라 모아서 탐방하는 트렌디한 투어.

새로운 명소로 떠 오른 핫플레이스를 방문하여 직접 걷고, 유명 맛집 방문하여 하와이안 음식과 특산물

들을 쇼핑하는 문화 체험 투어입니다.

하와이 대표명소와 맛집탐방 투어로 와이키키를 출발해 오아후섬 최고전망을 가진 동부해안 도로, 오

아후노스쇼어 지역, 할레이바타운을 관광한 후 와이켈레 아울렛에서 브랜드 쇼핑을 하고 와이키키로

귀환하는 대표적인 오아후 섬일주 관광이며 가이드 안내로 여유롭고 편안한 투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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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8am~ 6pm 전후]

비수기 : 3월,4월,5월,6월,9월,10월,11월,12월 = 월,수,금,토 주4일 운영 (화,목,일 휴무)

▶디럭스 디너쇼는 무대중앙 쪽으로 배정되고 식사가 업그레이드되며 환영레이 제공

▷스탠다드 디너쇼 – 5:30PM ▷디럭스 디너쇼 – 5:30PM ▷매직 칵테일 쇼 – 6:30PM

* 스탠다드 & 디럭스 디너쇼에 $20/인 추가시 “랍스타 꼬리” 요리 제공  (사전 추가 요청시)

* 매직 칵테일 쇼 예약시 무료 도시락 제공 (~03/31/2020)

: 메뉴 - 하와이안 BBQ치킨, 칼루아 포크, 야끼소바, 파인애플, 마카다미아 넛 초콜릿 

(메뉴는 현지 사정상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동 4-11세>

 

▷ 체크인 시간 : 그린룸 : 5:55PM, VIP : 6:15PM, 루아우 : 6:30PM, 쇼온리 : 7:30PM

▷ 칵테일 쇼 – 쇼 온니 + 칵테일 제공

▷ 쇼 종료 : 9:30 PM

▷ 카할라 호텔은 픽업 요청시 $35 추가비용 별도 발생 됩니다.

<아동 4-11세>

▷ 오리지날루아우 - 조개레이 그리팅, 1스탠다드드링크, 좌석 미지정

▷ 호텔 픽업서비스 포함

저메인 루아우

Germaine's Luau

주 6회 - 화~일요일 공연 (월요일 휴무)

요일 : 주 6회 공연 ( 월요일 휴무, 화요일 ~ 일요일 공연 )

**알코올드링크는 만 21세 이상부터 제공됩니다.

▷ 하이비스커스루아우 - 조개레이 그리팅, 3프리미엄드링크, 프라임섹션 좌석

***호텔(와이키키)픽업서비스 포함***  / 문화센터 입장료 & 중식포함

▷루아우 뷔페

하와이 관광을 대표하는 공연상품으로 최고 수준의 폴리네시안 마술공연과 민속공연이 어우러져 이전

에 경험해보지 못한 장엄하고 화려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 드립니다. 쇼타임 동안에는 최신의 음향시

설과 레이저 특수효과가 마술, 전통공연과 조화를 이루어 잠시도 무대에서 눈을 뗄 수 없으며 역동적이

며 신비로운 공연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최고의 훌라 댄서들이 출연하여 한층 더 분위기를 고조시켜줍니다.

성인 $135 / 아동 $85

▷칵테일쇼
성인 $115 / 아동 $90

(홀리데이 인 리조트 와이키키 비치콤보 2층에 위치) 

메뉴: 안심스테이크, 갈릭쉬림프, 크랩케이크, 구운야채 및 포테이토, 골드 파인애플

성인 $210 / 아동 $165

♣ 칵테일 1잔 추가시 1인 $5불

▷매직 칵테일 쇼 & 무료 도시락

▷ 플루메리아 루아우 - 쿠쿠이넛레이그리팅, 3스페셜티드링크, 무대앞 프리미어프라임섹션 좌석,

              기념사진 1장 제공

☞ 카할라호텔 픽업 불가

<아동 4-12세, 주니어 13-20세>

성인 $162 / 주니어 $131  /아동 $121

성인 $175 / 아동 $105

( 에어텔&옵션온리 상품 제외 )

*편도픽업 & 체크인 서비스 포함

성인 $125 / 아동 $95

▶ 와이키키 호텔가▶다이아몬드헤드▶카할라 고급 주택지 ▶하와이카이 *가이드 팁 $10 불포함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입장료 포함) ▶ 파인애플 농장

* 6인 이상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투어 가능

일반 취소 규정 : 72시간 내 취소시 100% 패널티  /  특별 취소 규정 : 해당 옵션별로 별도 표기 (마우이, 힐로, 코나, 카우아이 일일관광 등)

오아후 전통섬일주

Oahu Island tour

 

매직 디너쇼

Magic of

Polynesian Show

▷디럭스 디너쇼

* 무료도시락 - 3월 31일까지만 제공

▷쇼온리

성인 $170 / 아동 $115

 

락어훌라디너쇼

<금요일 제외>

Rock-A-Hula

와이키키에서 가장 모던하고 큰 규모를 자랑하는 락어훌라 레전드쇼는 오페라 극장스타일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장엄하고 현란한 춤과 노래의 향연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레전드인 콘서트쇼와 하와이의 폴리네시안 전통쇼가 만나 독특하고 화

려한 무대로 연출되는 이 쇼는 하일라이트로서 다수의 수상에 빛나는 불춤댄스, 완벽한 연출과 복장으

로 쇼의 진수를 보여주는 폴리네시안 댄서팀들, 그리고 레전드쇼의 흥미로운 엘비스, 마이클잭슨 등의

모창무대가 함께 펼쳐집니다. 귀에 익은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함께 하고 감동적인 춤과 무대공연으로

한결 업그레이드된 하와이언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120

▷스탠다드 디너쇼

<아동 3-11세>

( 에어텔&옵션온리 상품 제외 )

▷그린룸

성수기 : 1월,2월,7월,8월 = 월~토 주6일 운영 (일요일 휴무)

▶ 공연 장소 : 91-120 Olai St, Kapolei 

성인 $124 / 주니어 $104  / 아동 $94

▷플루메리아 루아우

▷ 소요 시간 : 5:30 PM ~ 8:30 PM

▷오리지날 루아우

성인 $199 / 주니어 $168 / 아동$153

▷하이비스커스 루아우

하와이를 대표하는 폴리네시안 루아우쇼. 바닷가 앞 넓은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장엄하고 전통적인

대형 퍼포먼스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선셋과 별빛 아래서의 이무세

러모니, 훌라쇼 공연, 민속마을 전시장 등 특별한 빌리지 셋팅과 쇼무대, 화려한 공연, 맛 좋은 디너뷔페

로 준비됩니다. 전통적인 하와이언, 타히티 그리고 사모안의 댄스들과 라이브 음악이 웅장한 드럼소리

와 조화되어 장엄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이브닝 시간을 제공합니다. <월요일 제외>

▷ 환영레이 & 하와이언 뷔페 제공

▷ 소프트드링크, 핫커피 & 핫티 무제한 제공

▷스테이지 사이드 VIP

성인 $95 / 아동 $75

▷ 교통편 포함 (카할라 제외)

▶하나우마베이 전망대(화요일제외) ▶블로우 홀 ▶마카푸 포인트

*중식/문화센터 입장료 포함 (문화센터 뷔페)

♣ 칵테일 1잔 포함

(단, 일요일은 제외)

성인 $95 / 아동 $75

아동 $110

하와이관광의 대표코스로 오아후 섬의 대표적인 명소와 관광지를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대표여행상품 입니다. 이 상품을 통해 오아후 섬의 전체적인 모습과 특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아후 전통섬일주의 하일라이트는 폴리네시안 문화센터입니다. 입장권과 중식

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와이의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종합공원 폴리네시안 문화센터의 관

광 2시간 코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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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브레이션: 윈도우테이블 , 사진첩 (커플당 1개) - 1인추가비 $30

▶파이브스타(5 Star)는 드레스코드가 있습니다 : 셔츠, 바지, 원피스 등 (반바지&슬리퍼 금지)

▶소요시간 : 4:20PM부터 4~5시간 (승선 : 4:45PM / 출항 : 5:30PM / 도착 : 7:30PM, 금요일 : 8:30PM)

*코올리나 & 카할라 호텔픽업시1인 $30추가됩니다.

▶ 아일랜드 뷔페 – 데리야끼 치킨, 신선한 채소, 디저트 등을 제공 (음료 불포함)

종목: 카타마란 크루즈+씨워커+스피트보트라이드+바나나보트+제트스키+터틀 와칭 (*중식포함)

◎ 해양 생물을 관찰하는 투어의 특성상 터틀와칭 시 거북이가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씨워커 : 12세 이상 가능 **

(중식 불포함)

성인 $200

▷1-STAR(토~목)

★ 씨워커 패키지★

(아동: 4-11세)

아동 $190

----------------------------------------

☞ 카할라호텔 픽업 불가

성인 $175 / 아동 $125

<아동 3-11세>

성인 $200

성인 $140 / 아동 $90

일반 취소 규정 : 72시간 내 취소시 100% 패널티  /  특별 취소 규정 : 해당 옵션별로 별도 표기 (마우이, 힐로, 코나, 카우아이 일일관광 등)

※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공휴일 제외◀

** 씨워커 : 12세 이상 가능 **

▷아일랜드 스타일 뷔페 *

해양스포츠 5종

$230

스타 디너 유람선은, 약 1500 명이 승선하는 하와이 최대규모의 유람선입니다. 칵테일과 식사 (1스타:

스테이크 & 게요리) 가 포함되어 있으며 라이브 밴드의 선율과 다양한 선상 쇼를 즐기고 하와이의 저

녁노을과 함께 호놀룰루타운, 와이키키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크루즈 상품입니다. 트리스타(3 star)

로 업그레이드 하면 랍스터 & 스테이크식과 두잔의 칵테일이 포함되며, 파이브스타(5 star) 는 재즈바

와 같은 격식 있는 프라이빗 공간에 마련된 멋진 쇼룸과 7코스의 프렌치 다이닝, 3잔의 칵테일(또는 와

인이나 디저트드링크) & 1잔의 웰컴드링크가 제공됩니다.

일반셔틀(조인) $225

스타오브호놀룰루

선셋 디너크루즈

Star of Honolulu

금요일 예약은

중식 포함

아래 요금에서 $15/인 추가

※ 임산부의 투어참여가 불가능한 프로그램 입니다.

** 씨워커 & 바나나 보트 & 스노클링 패키지 **    ▶ 소요시간: 8:00A - 1:00P

▶ 알코올 드링크 구매시 현장에서  별도 지불

▷ 출항시간 : 5:15PM / 도착시간 : 7:15PM, 금요일 : 8:15PM

** 스타 오브 호놀룰루에서 제공 되는 드링크 쿠폰은 분실시 재발급 불가합니다.

성인 $140 / 아동 $110

▷3-STAR(토~목)

<아동 3-12세>

단독 리무진 $270

▷5-STAR(토~목)

금요일

2016년 5월 27일 부터 새롭게 운항을 시작한 크루즈 투어로서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안정공법으로

건조되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크루즈 여행을 제공하며 파노라마형 창문과 높은 천장의 디자인, 로맨

틱한 분위기에서 선셋을 감상할 수 있는 데크로 인해 허니무너들 뿐만 아니라 가족여행객들 에게도 인

생에서 잊지못할 최고의 추억과 아름다운 시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400여명의 탑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와이키키 최고의 경관중 하나인 다이아몬드

헤드를 지나 카할라 골드 코스트까지 운항하는 동안 전통음악, 노래, 댄스가 조화된 화려한 하와이안

쇼가 여러분의 즐거움을 배가 시킬 것 입니다.

▷아일랜드 스타일 뷔페 

성인 $130 / 아동 $80

<5스타는 아동 예약불가>

토, 일, 월, 화, 수, 목

▶씨워커: 바닷속을 걸으며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만나는 신비함 체험

남태평양 바다 위에서, 윈드서핑, 카누, 스노클링, 제트스키, 범퍼튜브, 바나나보트, 발리볼, 스피드보트

등의 다양한 해양스포츠 종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상에서 돌아가며 해양스포츠 종목을 즐기고 쉬

면서 선텐도 할 수 있어 가족여행, 허니문 여행으로 인기 있는 대표관광상품입니다. ** 제트스키 16세

이상 가능 **

+ 스피드보트 + 수중배구

▷ 소요시간 - 4:20 PM ~ 8:00 PM (금요일 : 9:00PM)

씨워커 + 바나나보트 + 스노클링

종합해양스포츠
디럭스

종합 해양스포츠

Marine Sports

&

-------------------

씨워커 패키지

 

SEAWALKER PKG

< 씨워커  추가시 > $140 추가됨

*일반 차량이용*

아틀란티스 크루즈

Atlantis Cruise

(마제스틱)

$260
*에프터눈스페셜*

 해양스포츠&

씨워커콤보

-------------------

해양스포츠 5종

※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요일, 연방공휴일이나 하와이주 공휴일에 휴무

(스노클링은 제공 되지 않습니다.)

오전에 일찍 서두르지 않아도 출발 가능한 스페셜 투어. 파도가 잔잔하고 바다색이 청록색으로 특별히

아름다운  카네오해 바다에서 즐기는 각종 해양스포츠와 진귀한 체험의 씨워커 어드벤처.

**** 씨워커 해양 디럭스 6종 콤보 (Afternoon Seawalker Combo: 11am ~ 5pm 전후)

씨워커+해양 콤보 6종

** 제트스키 : 7-15세 아동은 운전이 불가하나,

부모와 동승 시 탑승 가능

**** 오후 해양 5종: 카타마란 크루즈+제트스키+바나나보트+카누+터틀와칭 (중식포함)

※ 임산부의 투어참여가 불가능한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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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트스키 16세 이상 가능 **

* 하나우마베이는 산호초가 많으니 아쿠아 슈즈를 지참하시길 권장합니다.

제트스키: 토/일/공휴일 불가능

<하나우마베이 콤보상품>
하나우마베이 콤보 상품: 화요일 예약 불가능
하나우마 베이 스노클링 장비&오리발 렌탈 & 중식 (무료 제공)    
하나우마베이 입장료 1인 $7.50 불포함

<이용 제한>
수중스쿠터 : 10세 이상 (18세이하는 보호자 동반시 가능) 
바나나 & 범퍼 : 6세 이상 
파라셀링 : 6세 이상 & 60lb (27 kg) 이상
 ** 제트스키 16세 이상 가능 **

※ 임산부의 투어참여가 불가능한 프로그램 입니다.
※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스노쿨링은 만 7세 이상, 스쿠버다이빙은 만 12세 부터 예약가능

수중스쿠터 보트 라이더  

( 제트스키/파라세일/바나나/범퍼 )

▷패러세일링 & 제트 & 범퍼 

$185

*중식포함

성인 $60 / 아동 $55

성인 $90 / 아동 $80

(아동: 3-11세)

▷패러세일링 & 제트스키  

$160

★ 리무진 & 벤 ★

하나우마베이

수영 & 스노클링

Hanauma Bay

Swim & Snorkeling

-------------------

★ 벤 ★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 와이켈레 아울렛 콤보

Hanauma Bay

Swim & Snorkeling Waikele

Premium Outlet

(영어권 드라이버)

▶ 하나우마베이 수영 & 스노클링 ( 예약 서비스 제공 투어 )

( 공원 입장료 $7.50-12세 이상 개인 지불 및 추가 장비 필요시 개인 지불 )

▷리무진

성인 $80 / 아동 $75

▷VAN

-익일에 스카이다이빙 또는 항공탑승 예정인자는

 -한국인 다이빙 강사 상주

※ 배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주류 및 옵션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

※ 터틀 스노클링 + 씨스쿠터 + 스탠드업 패들 보드 + 카약

$125

(라이더 $50)

* 스쿠버다이빙 (1탱크) 추가시 1인 $95 추가

성인 $170

▷하나우마베이+와이켈레 콤보 

▶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 와이켈레 콤보 (음료수 무료 제공)

* 액션캠 대여 $35 (현장 추가 및 현금결제만 가능)

※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 제외*

▷하나우마/제트스키/바나나

-------------------------------------

$195

$145

$225

성인 = 아동 동일

* 왕복교통편, 스노클링 장비 렌탈 (무료제공) & 중식(샌드위치 또는 간단한 도시락)

상기 투어는 단체 관광 장소가 아닌 개인 투어 입니다.

진행 불가

$190

$145

$195

<해양 스포츠> 중식 불포함

▷하나우마/파라셀링 

※ 임산부의 투어참여가 불가능한 프로그램 입니다.

▷하나우마/범퍼/바나나 

▷하나우마/바나나보트 

Waikiki에서 거북이와 함께 하는 스노클링 투어!!!

터틀 스노클링 + 카약 + 스탠드업 패들 보드 + 씨스쿠터 4가지를 와이키키 비치에서 진행.

왕복교통편과 간단한 점심 식사 & 스낵을 제공.

기본 스노클링 장비와 구명 조끼 무료 제공!

한국어가 가능한 스태프가 픽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기본 스노클링 장비, 프리 마스크 일체, 스노클링 전용 구명 조끼

2종목 선택 

제트스키&범퍼&파라셀링   

수중스쿠터

※ 왕복교통, 간단한 식사 (무스비 & 컵라면 제공) & 스낵 ( 스낵 & 과일 & 음료 )

패러세일링 &

해양스포츠 콤보

*전일정- 벤 픽업

 

  

일반 취소 규정 : 72시간 내 취소시 100% 패널티  /  특별 취소 규정 : 해당 옵션별로 별도 표기 (마우이, 힐로, 코나, 카우아이 일일관광 등)

▷패러세일링 & 제트 & 바나나 

$190

$190

해양스포츠 &

하나우마베이 콤보

*전일정- 벤 픽업

 

 

터틀 스노클링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후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와이켈레프리미엄 아울렛으로 벤으로 이동해서 자유 쇼

핑 후 호텔로 이동하는 투어입니다. (공원 입장료 개인 지불)

<이용 제한>  바나나 & 범퍼 : 6세 이상   /  파라셀링 : 6세 이상 & 60lb (27 kg) 이상

제트스키: 토/일/공휴일 불가능

아름다운 하와이카이 지역에서 즐기는 스릴 넘치는 해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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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와이키키 ▶ 소요시간 : 2시간 레슨 - 약 3시간  / 1시간 레슨 – 약 2시간 

▶ 포토 구입시 별도 비용

※ 임산부의 투어참여가 불가능 ※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현지업체이지만 한국인 강사가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신청가능하나 개런티 불가능)

- 심장과 폐 관련 수술 및 기타 병력이 있으신 분은 담당의사와 상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동행인 왕복픽업비용 환불불가 *

· 그룹레슨: 일행 2명이 같이 예약해야 적용되고 *그룹이 함께 레슨받음

일반 취소 규정 : 72시간 내 취소시 100% 패널티  /  특별 취소 규정 : 해당 옵션별로 별도 표기 (마우이, 힐로, 코나, 카우아이 일일관광 등)

★ 벤 ★

다이아몬드헤드 하이킹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콤보

▶ 포토 구입시 별도 비용

서핑 레슨

하와이안 오션 스포츠

*한국인 강습

※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50

▷2시간 프라이빗

$180

▷ 12,000피트

- 체중 100Kg 이상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  영어소통이 어려우신 분은 특히 그룹레슨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픽업서비스 포함 (영어권 드라이버)

* 인스트럭터 팁 $25 불포함

성인 $240

▶ 출발일 : 매일

성인 $200

※ 임산부의 투어참여가 불가능  

▶ 위치 : 와이키키 ▶ 소요시간 : 약 3시간 

성인 = 아동 동일

$165

*팁 불포함*

★상기 투어는 단체 관광이 아닌 개인 투어 입니다.★

▶ 픽업스케쥴 : 07:15am / 09:15am / 01:15pm [주 7일]

*화요일 제외*

서퍼홀릭들도 모두 반한 서핑의 천국 하와이에서 즐기는 최고의 해양스포츠로 서핑스쿨의

서핑강사 자격증과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 강사의 강습으로 진행되며,

그룹 레슨이 가능하고 아동도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서핑레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로 스

노클링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라이더 $30)

성인 $90

아동 $80

하와이의 대표적인 상징중의 하나인 다이아몬드헤드는 오래 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분화구이며

1.1km 길이의 산책로는 하이킹 코스로 유명합니다. 전망대에서는 오아후섬의 아름다운 퍼시픽 오션과

와이키키, 호놀룰루 다운타운 등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이킹은 왕복으로 약 90분에서

2시간정도 소요되며(편한 신발과 복장으로 준비) 하이킹을 마치고 스노클링의 명소 하나우마베이로 이

동해 해변 자유시간을 보내는 여행상품 입니다.

( 공원 입장료 다이아몬드헤드($1.00) & 하나우마베이($7.50) 개인 지불) 아동 : 12세 이하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오아후섬에서 평생에 추억으로 남을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해 보세요. 상공 12,000

피트(3657m)에서 거침없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

오아후 섬은 물론 다른 섬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특별한 체험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세계적 관광지 하와이에서 하는 스카이 다이빙은 베테랑인 인스트럭터와 함께 하기 때문

에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여권 지참 하셔야합니다.)

*픽업서비스 포함

*한국인 강사

(그룹은 14세 이상만 예약가능)

성인 = 아동 동일한스히데만 서핑스쿨의 영어권 강사들의 서핑레슨 또는 부기보드레슨

▷2시간 그룹레슨

$95

▷2시간 세미프라이빗

· 세미프라이빗 레슨: 일행 2명이 같이 예약해야 적용되는 비용

·  프라이빗 레슨: 1인 예약시 적용됨

▷ 14,000피트

* 하나우마베이는 산호초가 많으니 아쿠아 슈즈를 지참하시길 권장합니다.

* 왕복교통편, 스노클링 장비 렌탈 (무료제공) & 중식(샌드위치 또는 간단한 도시락) ** 하이킹에는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음.

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코스라서 무난하고

크게 힘들지 않으나 하이킹에 무리가 없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에서만 신청해 주십시오.

한스히데만서핑스쿨

서핑레슨 (또는)

부기보드레슨

*현지인 영어 레슨

(팁 불포함)

$70

▷동행인

* 투어예약시 왕복 무료셔틀 포함

* 기상조건으로 투어가 불가능한 경우

- 만 17세 이하, 만 67세 이상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 전날 스쿠버 다이빙을 하신 분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스카이 다이빙

※ 임산부의 투어참여가 불가능한 프로그램 입니다.

*제한사항

▶ 포함사항 : 왕복교통편, 기재렌탈, 인스트럭터, 증명서

* DVD 촬영($150), 사진($100)은

  현지에서 추가 가능, 촬영기사 팁 $25 불포함

▶ 스케쥴 : 오전 7시 , 오전 10시, 오후 1시 픽업 (총 6시간 소요)

*영어권 강사

▶ 위치 : 노스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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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딜링햄(Dillingham) 비행장   /  ▶출발일 : 매일 / ▶ 싱글투어는 14세 이상만 예약 가능

▶ 소요시간 : 08:00 ~ 12:00   /   ▶ 포함내역  : 왕복교통편 글라이드 (20분 또는 30분) 투어

▶에어로바틱

(곡예비행)

$290

$295

$305

▶A -Star

▶Eco-Star

** 잠수함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므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소요시간: 전체 3시간   

▷  신장  91cm 이하 투어 불가

▷  아동:  12세 이하

* 왕복교통 추가시 *

성인 $140 / 아동 $80

▷ 보트 투어 

성인 $90 / 아동 $70

▶ 투어시간: 7:00A, 8:00A, 9:00A, 10:00A, 11:00A

▶ 픽업시간: 5:30A(7시투어), 7:15A(9시투어(7:30A-토,일), 9:45A(11시투어)

성인&아동 동일 $55/1인 

※ 임산부의 투어참여가 불가능한 프로그램 입니다.

※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인 $155 / 아동 $110

* 교통비 포함  * 아동 : 3-11세 ▷ 돌핀와칭 & BBQ & 스노클링

☞ 카할라호텔 픽업 불가

▶소요시간: 돌핀와칭, 돌핀와칭&BBQ런치 : 9:30AM-11:30AM /

돌핀와칭 & BBQ런치 & 스노클링 : 12:00PM-3:00PM

성인 $130 / 아동 $90

<아동 3-12세>

▶ 투어시 상어를 보지 못하면 요금은 환불해 드립니다. (교통비 제외)

헬기투어

**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운항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기술로 120 피트 해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잠수함 관광은 신비의 해양생물과 각양각색

의 열대어를 만나볼 수 있으며 침몰된 난파선과 항공기 등, 태평양 바닷속의 감춰진 신비로움을 안전하

고 쾌적한 최신형 잠수함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생의 상어를 바다속에서 직접  체함하고 관찰할 수 있는 해양어드벤쳐 투어로서 보트를 타고 상어서

식지로 이동하여 케이지에 탑승한후 바다속으로 들어가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스릴을 즐

기실 수 있습니다. 특수제작된 강철의 케이지와 유리벽면으로 인해 안전은 걱정하지 마시고 상어뿐만

아니라 바다거북, 고래등 아름다운 하와이 바다에서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해저 잠수함 관광

헬리콥터 투어 ( 코스 : 오아후 섬일주 약 45분 )

▷ Holiday (12/16/19-1/5/20)

▷ Peak (6/16-8/21/20, 12/12-1/3/21)

샤크 어드벤쳐

▷전체 소요 시간 : 2시간30분 (호텔 to 호텔)

▷ 프리미엄 

성인 $170 / 아동 $112

▷ 스탠다드

성인 $150 / 아동 $100

------------------------------------

☞ 카할라호텔 픽업 불가

▶ 전체시간: 약 5시간 (차량이동, 보트이동, 상어체험 시간 포함)

* 왕복교통 불포함

▷ 케이지 투어 

준비물 : 수영복(미리착용), 타올,

선블럭/선글라스 등 개인용품

-----------------------------

▷에어로바틱 20분 싱글 투어

※ 임산부의 투어참여가 불가능한 프로그램 입니다.

▶시닉(일반)
싱글투어: 체중 118kg이상, 신장 198cm 이상은 이용 불가능

셔틀 라이더는 왕복 픽업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Off Peak (1/6-6/15/20, 8/22-12/14/20)

※ 디지털 사진 $55+tax  / DVD $35+tax 현지 구매 가능

2인투어: 체중이 2인 159kg 이상, 신장 185cm 이상은 이용 불가능

싱글투어:체중 92kg이상, 신장 185cm 이상은 이용 불가능

**에어로바틱(곡예비행)  - : 무한도전에 방송되었던 투어로 공중에서 뒤집거나 스핀을 하며 스릴의 절정을

완성하는 비행입니다.

(*30분투어는 1인 $30 추가)

$275

성인 = 아동 동일

▷ 비행 시간 : 45~50분

▷셔틀 라이더 

-----------------------------

$215

▷ 시닉 20분 싱글 투어

▷ 시닉 20분 2인 투어 (2인요금)

$355

일반 취소 규정 : 72시간 내 취소시 100% 패널티  /  특별 취소 규정 : 해당 옵션별로 별도 표기 (마우이, 힐로, 코나, 카우아이 일일관광 등)

글라이드 투어

$55

*기상조건으로 투어가 불가능한 경우,

*왕복셔틀 $45 포함되어 있음

하와이에서 즐겨보는 아찔한 액티비티! 무동력 글라이더를 타고 하와이의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스릴을 체험

합니다. MBC '무한도전' 의 유재석, 박명수 등 멤버들이 방송에서 탑승하는 모습이 방영되어 널리 알려진 무

동력 글라이더는 하와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투어로, 바람을 타고 새처럼 하와이 상공을

날아 다니는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입니다. 무동력 글라이더는 1970년부터 시작된 40년이상의 노하우를 바탕

으로 고성능항공기를 이용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되며 특별히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오아후섬의 북동부

지역을 관광하는 최고의 투어이며 3,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와이메아베이, 카에나포인트, 윈드서핑 세일링

의 비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스쇼어의 파노라마 절경을 한눈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날은 멀

리 진주만, 다이아몬드헤드, 호놀룰루의 경치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돌핀스타

(코올리나리조트)

*돌핀와칭&BBQ

---------------------------

*돌핑와칭&스노클링

코올리나 크루즈에 탑승하여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위로 무리지어 다니는 돌핀을 보고 태평양 바다위를

여유있게 크루즈하며 선상에서 바비큐 브런치를 즐기는 엑티비티 입니다.

(*스노쿨링 추가 하시면 물고기와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돌핀와칭

성인 $110 / 아동 $85

**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운항 취소 될 수 있습니다.

▶BBQ 선상식: 바비큐햄버거, 토마토, 치즈, 포테이토칩 제공 ▷ 돌핀와칭 & BBQ런치

와이키키 해안부터 시작해서, 섬의 숨겨진 우림, 무성한 계곡과 폭포의 놀라운 경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키키의 아름다운 터키석빛 바다, 다이아몬드헤드, 하나우마베이, 와이마날

로비치, 중국인모자섬, 카네오헤베이, 누아누벨리우림의절벽, 돌파인애플농장을 돌아 진주만, 아리조나

기념관, 미주리전함 등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비행을 즐겨보세요. (여권 지참하셔야 합니다.)

체중 113kg 이상 별도 문의

체중 117kg 이상 별도 문의

※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무게 제한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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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상품 프로그램 체크인 시간

11:30, 14:20

20분 체험 프로그램

10:15,11:45,13:15,14:45

30분 체험 프로그램

09:30, 11:00, 13:45

45분 체험 프로그램

10:15, 11:45, 13:00

45분 체험 프로그램

09:30, 11:00, 13:45

45분 체험 프로그램

10:00, 11:30

45분 체험 프로그램

▶각 상품은 한국어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락커 사용시 $3 직접지불

▶한국인 가이드&차량 신청시 1회(2-4인 가족당) $250(입장권비용포함) 추가

▶픽업 스케쥴: 오전 8:35, 오전 11:35

*주의사항*

•물에 떨어질 수 있는 장신구(피어싱 포함), 선글라스/안경, 각종 악세서리 등은 착용 불가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분은 ‘돌핀알로하’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동물들과 자연보호를 위하여 생물분해성(환경친화적) 선크림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용이 허가된 선크림은 씨라이프파크 기념품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버스 픽업으로(late PU) 변경시 1인 $10 추가됨. (2~2:30PM 시간대만 가능)

☞ 카할라호텔 픽업 불가 입니다

▶디너쇼(HA쇼)-아일랜드뷔페디너

▶알리 루아우쇼-알리루아우뷔페&디너쇼

▶엠베서더 루아우-그룹가이드, 알리루아우뷔페&디너쇼

▶엠베서더 프라임-그룹가이드, 프라임립뷔페

▶수퍼 엠베서더-단독가이드, 알리루아우뷔페 or 프라임립뷔페 중 선택

*상기상품 모두 왕복교통편과 PCC입장권, HA쇼 포함상품입니다.

$165

▷바다사자 스윔 

($10 공원내 사용 크레딧 제공)

일반 취소 규정 : 72시간 내 취소시 100% 패널티  /  특별 취소 규정 : 해당 옵션별로 별도 표기 (마우이, 힐로, 코나, 카우아이 일일관광 등)

▷돌핀 스플래쉬 

$115

3~7세는 성인과 동반시만 가능 (최대 아동2명 당

어른 1명 )
돌핀 스플래쉬

▷돌핀스윔 어드벤쳐 

$290

아름다운 카일루아 비치에서의 카야킹과 하와이 순수 열대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는 투어로

패들링 인스트럭터의 안내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카일루아 연안에 위치한 플랫 아일랜드 혹은

비밀이 가득한 모쿨루아 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크릿코브에서 아름다운 열대어 및 산호, 바다거북

과 함께 라니카이 비치에서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셀프 카약 디스커버리: 왕복교통/런치/스노클링 장비/부기보드

▶2시간 카약킹 가이드 투어: 왕복교통/스낵/런치/투어가이드/스노클링 장비/부기보드/비치매트

1-2세 무료, 3-12세 성인과 동반시만 가능

$145

바다사자 스윔

돌핀 로얄스윔

돌핀스윔어드벤쳐

돌핀 엔카운터

▷돌핀 로얄스윔 

$230

▷돌핀 엔카운터 
8세이상만 가능, 8-12세 성인과 동반시만 가능

돌핀 알로하

*24개월 미만 무료입장 이며,

교통편 좌석이 필요한 경우 $21 지불하여야 함

씨라이프파크

해양공원

Sealife Park

 

  

3~7세는 성인과 동반시만 가능

8세이상만 가능, 8~12세 성인과 동반시만 가능,

임산부 불가

▷ 입장료 (티켓ONLY)

--------------------------------------

상세내용

▷ 셀프 카약 디스커버리

일요일 (10am-6pm)

성인 $120 / 아동 $115

$25

성인 = 아동 동일

▷돌핀 알로하  

$115

영화 “첫키스만 50번째” 의 촬영지로 유명한 오아후섬 동편, 하나우마베이 근처에 위치한

씨라이프파크 하와이는 해양관련 체험위주의 위락시설을 준비하고 모든 연령층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어 즐거운 체험이 가능하도록 꾸며 놓은 종합 해양 테마파크입니다. 입장권으로 돌핀코

브쇼, 상어탱크, 바다사자, 펭귄, 바다새, 바다거북 등의 서식처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여행

지로서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체험관광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성인=아동 요금 동일

(현지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휴무

◁아동: 11세 이하▷

카일루아 비치 카야킹

▷ 2시간 카약킹 가이드 투어

*입장권을 제외한 디너쇼 패키지의 가격은 대형버스셔틀로 픽업하는 교통편포함 기준요금이며 

성인 $290 / 아동 $240

8세이상만 가능, 8-12세 성인과 동반시만 가능

아울렛영업시간:

와이켈레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 투어

Waikele Premium Outlet ** 셔틀 운영 스케쥴 **

▷ 알리 루아우쇼 

▷ 엠베서더 프라임

성인 $200 / 아동 $170

> 출발: 9am 전 후 출발   /  > 리턴: 1pm 전 후 도착 

▷ 수퍼 엠베서더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디너쇼

Polynesian Cultural Center

*아동 48개월 미만은 무료

단, 차량좌석이 필요한 경우

대형버스 $27

미니버스 $37

성인 $165 / 아동 $140

▷ 엠베서더 루아우

성인 $190 / 아동 $160

▷ 디너쇼(HA쇼)

성인 $135 / 아동 $120

《 왕복 교통 불포함시 $15 할인》

*디너쇼패키지 *왕복교통포함

하와이 최고의 관광지로 알려진 폴리네시아 문화센터는 와이키키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의 노스쇼어에 위치한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폴리네시안  전통민속촌

입니다. 이곳에서는 하와이를 비롯 폴리네시아에 속하는 사모아, 통가, 뉴질랜드, 피지, 타히티등 7개 섬

나라의 생활양식, 의상, 댄스, 역사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브닝 공연으로는 세

계 최대 규모의 “HA” 쇼를 보실수 있고 하와이의 전통음식과 함께 전통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루아

우 패키지는 대표적인 여행상품 입니다.

성인 $80 / 아동 $70

<아동 4~ 11 세>

월~토 (9am–9pm)

<입장권 온리는 교통포함 불가>

성인 $150 / 아동 $135

와이켈레아울렛은 하와이에서 가장 큰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50개가 넘는 유명 브랜드

할인매장에서 (토리버치, 케이트 스페이드,맥스마라, 코치, 폴로는 물론이고 리바이스, 트루릴리젼, 게

스, 베베, 나인웨스트 등) 다양한 상품과 선물을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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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종류 포함사항

승마 어드벤쳐 중식&교통 포함

짚라인 투어 중식&교통 불포함

단일투어 중식&교통 불포함

☞ 정글투어: 3세 이상 가능 / “허리가 안 좋은 분 또는 임산부는 참여하지 말 것을 권장”

☞ 짚라인: 키 142cm이상 2M이하 & 체중 32kg 이상 127kg 미만 가능, 커버슈즈 & 긴바지착용

승마 : 10~12세

익스피리언스 팩키지 : 3~12세

UTV 랩터 : 5~12세

짚라인 : 나이제한 없음, 신체조건 적합 시 가능

※ 프로그램에 따라 임산부의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식 & 교통 추가요금

* 중식 추가 시 1인 성인 $19 / 아동 $15, 왕복 교통 추가 시 1인 $16 (성인/아동 동일)

픽업시간 약 오전 7시 / 리턴시간 약 오후2시

♦ 촬영 : 쉐라톤 프린세스 카이울라니 호텔 내 라벨라 라운지에서 미팅하며 도보이동

♦사진추가 & 원본 이미지 구입 별도 비용 추가됨 ♦

♦허니문, 리마인드웨딩, 결혼기념 등의 이벤트용으로 좋습니다. / 자녀 2인까지 무료 촬영

▶ 스탠다드 – 왕복교통, 무제한음료, 전종목 이용가능한 패스포트 (Da Flowrider 제외)

▶ 디럭스 – 스탠다드패키지 + 바디보드레슨 & 바베큐점심 추가 제공 (Da Flowrider 제외)

▷ UTV 랩터 Only (1시간) 

▷ UTV 랩터 Only (2시간)

[아동 나이 조건]

허니문스케치스냅

Waikiki snap
♦ 허니문/커플룩 의상과 선글라스,가방,모자 등 악세서리 모두 개별 준비 

★60분촬영

커플당 $280

▶허니문 전문 스냅포토: 로맨틱한 허니문 여행의 추억, 그 아름답고 소중한 둘만의 시간을 그대로 사

진으로 담아 드립니다. 허니문 스케치 스냅포토는 전문 포토그래퍼가 둘만의 시간을 파파라치 사진 형

식으로 담아드리는 것으로 매거진스타일의 스냅사진입니다. 허니문의상 혹은 커플룩으로 준비하고 와

이키키 주변의 이국적인 스트릿 뷰를 사진으로 담습니다.

커플당 $1650

♦비치용 웨딩드레스/턱시도 /악세서리/슈즈/부케(조화) 렌탈 포함 

♦원본 사진 (30분 촬영-미니멈 30장, 60분 촬영-미니멈 80장)파일로 증정함

▷ 30분 촬영

커플당 $600

커플당 $800

♦소요시간 전체 약 2~3시간 ♦호텔에서의 픽업서비스 포함

<아동 : 3~11세>

성인 $110 / 아동 $100
워터 파크

Wet’n Wild Hawaii

<화, 수 제외>

(전문 이미지 증정 30장)

*작가팁 불포함($10/인당)

★ 웨딩포토- 비치웨딩촬영

주례/리무진/웨딩음악/생화부케 포함

▶하와이웨딩포토: 파란바다와 은빛모래가 무대가 되어 축하의 속삭임을 들려주는 대자연 속 한가운데

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야외촬영을 하는 상품입니다. 뉴스타일의 세련되고 럭셔리한 웨딩 드

레스와 턱시도, 베일, 티아라와 화관, 부케, 웨딩슈즈 등의 전체 웨딩 악세사리 일체 렌탈 포함. 멋진 하

와이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웨딩 그 순간을 감성사진으로 남겨 드립니다.

비치웨딩포토

또는

리마인드웨딩포토

Wedding

UTV 랩터 + 정글투어 +오션보야지

상품내용

승마 1시간 + 무비 사이트 + 트로피컬 가든

성인 $110 / 아동 $70

▷ 짚라인 (3 시간)  

(유아가 있는 경우 정글투어 대신 오션보야지로 변경)

7개 스테이션 짚라인으로 총 3시간 소요

▷ 승마 Only (1시간)  

중식&교통 포함

< 이용제약조건 >

▷ 익스피리언스팩키지 

☞ 승마: 10세 이상 가능 & 키140cm이상, 104kg미만 가능, 커버슈즈 & 긴바지착용

▷ 소요시간- 10:30am~ 3/4PM

$195

쿠알로아렌치

Kualoa Ranch

성인 $160 / 아동 $110

성인/아동 동일

무비사이트+가든투어+정글투어

승마 Only 또는 ATV Only  또는 UTV 랩터 Only

☞ 오션보야지: 일요일/공휴일 예약불가

오아후 섬 유일의 워터파크 Wet’n Wild Hawaii는 25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워터 슬라이드와 아동

들을 위한 미니풀장 등이 29 에이커의 대지위에 갖추어져 있는 캐리비언베이 스타일의 워터파크 입니

다.

익스피리언스

패키지

성인 $130 / 아동 $115

성인 $160 / 아동 $90

☞ 모든 투어의 체크인시 18세 미만은 성인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 승마 어드벤쳐  

일반 취소 규정 : 72시간 내 취소시 100% 패널티  /  특별 취소 규정 : 해당 옵션별로 별도 표기 (마우이, 힐로, 코나, 카우아이 일일관광 등)

카네오헤 바다의 숨이 멎을듯한 아름다운 전경을 가진 쿠알로아 렌치는 오아후섬의 북동쪽 산중턱에

자리한 종합액티비티 단지이며 고대 하와이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으로 멋진 자연배경으로 인해서

헐리우드 다수의 영화와 TV쇼등의 배경무대가 되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관광명소 입니다.

중식 & 교통 불포함 

$160

------------------------------------------

☞ UTV 랩터 : 5세 이상 가능 / 21세 이상 운전 가능,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최대 6명 탑승 가능 

$110

UTV 어드벤처 중식&교통 포함
+오션보야지(일요일&공휴일은 무비사이트로 진행)

성인 $205 / 아동 $150

▷ UTV 어드벤처    

성인 $205 / 아동 $150

☞ 12세 이하 아동은 모든 옵션투어시 성인과 함께 투어에 참여 합니다.

★ 비치웨딩- 실제결혼식

▷ 디럭스 패키지

▷ 승마 Only (2시간)  

▷ 60분 촬영

*추가옵션: 헤어&메이크업 $350 / 리무진촬영 & 왕복탑승 $200 (커플당) 

▷ 스탠다드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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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시간

▶편한복장, 선크림, 수건, 멀미약 등을 챙기시고 멀미가 심하신 분은 약을 미리 복용하세요.

▶음식 및 음료를 가지고 탑승하실 수 있으며 음료는 깨지지않는 캔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픽업 및 드랍시간으로 인해 투어시간외에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최소출발 인원수가 모집되지 않거나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상이 바닷물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 임산부는 투어가 불가능 합니다.

- 만 17세 이하는 부모님 동행하에 투어가 가능합니다.

투어시간

▶편한복장, 선크림, 수건, 멀미약 등을 챙기시고 멀미가 심하신 분은 약을 미리 복용하세요.

▶음식 및 음료를 가지고 탑승하실 수 있으며 음료는 깨지지않는 캔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픽업 및 드랍시간으로 인해 투어시간외에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최소출발 인원수가 모집되지 않거나 날씨 및 기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상이 바닷물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 임산부는 투어가 불가능 합니다.
- 만 17세 이하는 부모님 동행하에 투어가 가능합니다.

주중 주말

$170 $170

$180 $190

$180 $180

(중상) 올로마나 $150 $160

$240 $250

$295 $305

$270 $280

왕복교통 편, 낚시장비 대여일체

*셔틀픽업시에만 한국인 가이드 불포함

☞ 골프공/장갑 등은 불포함이며 클럽하우스에서 구입가능하고 클럽렌탈

    ($50 전후-골프장마다 다름) 또는 슈즈는 추가비용으로 렌탈 가능합니다.

▶올로마나 스페셜 클럽 렌탈요금 - 테일러메이드 세트 $30

아침시간

(08:00-11:00am)

주중/주말&할러데이

*기타 골프장은 별도 문의해주세요.

▷ 트롤링 풀 (8시간)

성인 = 아동 동일 

6인 $1000

바다낚시

낮 시간

(11:30-03:30pm)

밤 시간

(04:30-09:30pm)

왕복교통 편, 바베큐 식사 및 음료, 낚시장비 대여일체

포함사항

트롤링 & 상어 낚시 

트롤링 단독 낚시

& 상어 낚시

▷ 상어 낚시

 트롤링 낚시는 6인까지의 단독 비용이며

추가 인원에 대한 비용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트롤링 하프 (4시간)

(최상LPGA)카폴레이

(최상LPGA)코올리나 

▷ 아침시간  

성인 $105 / 아동 $85

성인=아동 동일

▷ 낮 & 밤시간  

$90

일반 취소 규정 : 72시간 내 취소시 100% 패널티  /  특별 취소 규정 : 해당 옵션별로 별도 표기 (마우이, 힐로, 코나, 카우아이 일일관광 등)

와이키키의 아름다운 전경과 다이아몬드 헤드가 그림처럼 드리워진 바다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하와이 바다낚시 투어입니다. 캡틴과 크루의 친절한 안내로 낚시에 대

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손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미해양 경비대로 부터 인증된 안전한 보트에서 다

랑어, 참치, 돔, 도미, 고등어등 다양한 해양어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와이만의 색다른 즐거움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복교통편/그린피/카트포함

낚시의 끝판왕 “트롤링 낚시” 를 통해 궁금의 손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랑어, 참치, 청새치, 만새

기등 중대형 어류와의 힘겨루기는 낚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또한, 심

야시간에 진행되는 상어낚시는 하와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스릴있는 투어중 하나로 여러분의 오

감을 최대한 만족시켜 드릴것 입니다.

트롤링 풀

(06:30-02:30pm)

바다낚시

상어 낚시

(10pm-01:00am)

6인 $835

◆클럽은 별도 추가비 $ 50~70

(최상 LPGA) 터틀베이 파머코스

(상) 와이켈레 

(상) 코랄크릭

(상) 에바골프

간편한 복장으로 청녹색 그린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바다를 배경으로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골

프투어 입니다. 초급자부터 최상급자까지 다양한 레벨에 맞춰 최고급 코스를 제공해 드리며 왕복교통

편 (한국인드라이빙가이드), 그린피, 전동카트, 골프체크인 서비스 등을 포함해 예약해 드립니다

포함사항

트롤링 하프

(06:30-10:30am)

오아후섬골프

Golf

왕복교통 편, 낚시장비 대여일체

왕복교통 편, 낚시장비 대여일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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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종류

※ 반드시 운동화 또는 커버 슈즈를 착용하여야 투어 참여 가능합니다. 

※ 체중 27kg 이상 125kg 미만이어야 투어 참여가 가능, 18kg 이상, 27kg 미만 아동의 경우 가이드와 동승

<예약시 참고사항>

* 예약 일행이 6인 이상이어야만 이용 가능한 투어입니다

**호텔별로 가격, 상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210

** 세금4.72 % & 팁 18% 포함

(호텔 스파사우나 이용)

성인 $110

<아동 : 4~12세>

매년 1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진주만은 세계 제 2차 대전에 대한 역사적인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관광명소입니다. 진주만에는 U.S 국립공원 관리국과 민간 비영리 단체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박물관과 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주만 비지터센터에 도착하면 박물관에 대한 완

벽한 안내를 제공하는 한국어 오디오 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만 투어를 마친후에 와이켈레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이동해서 브랜드 쇼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진주만에는 핸드백, 가방, 백팩, 카메라가방, 유아용가방, 등 어느 종류의 가방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켓, 우산, 휠체어, 유모차, 작은 사이즈의 지갑, 핸드폰 등은 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

모차는 극장, 셔틀보트, 아리조나기념관에는 가지고 들어갈수 없습니다.

*펄하버패스포트 투어: 미주리전함, 보우핀박물관 & 잠수함, 퍼시픽항공박물관 등을 모두

관광하는 패스는 추가비용:  성인 $80 / 아동 $50

아동 $100

품격 있고 럭셔리한 시설을 갖춘 호텔 내 최고급 스파에서 하와이 전통 스타일의 전문적인

마사지를 받으며 여행지에서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낼 수 있는 최고급 스파 마사지 서비스입니다.

(카할라 호텔도 가능)

※ 모든 투어 참가자는 면책 동의서에 사인 후 참가해야 합니다.

Climbing Wall, King Swing & Off-Road ATV Adventure 로 구성된 최고의

오아후 섬 카폴레이에 위치한 코랄 크레이터 어드벤쳐 파크는 6개의 라인으로 구성 된 짚라인과 18개

의 코스로 구성된 어드벤쳐 타워, 그리고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Off road ATV는 현지 미국인들에

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며 참가자들에게 더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6개의 짚라인 코스 & Aerial Adventure Tower 장애물 코스, Free fall,

6개의 짚라인 코스, Aerial Adventure Tower 코스, Free fall, Climbing Wall,

투어내용

짚라인

& 오프로드 ATV

※ ATV 운전 가능자

☞ 18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가능

※ ATV 동승자

▶짚라인 & 어드벤쳐 타워 투어는 6세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King Swing 으로 구성된 잘 나가는 인기 투어. 소요시간 : 약 4시간

☞ 6세 이상 가능

※ ATV 포함 옵션 아동 기준

6개의 짚라인 코스, Off-Road ATV Adventure로 구성된 짜릿한 액티비티 투어.

소요시간 : 약 3시간

☞ 6세~17세

▷ 얼티메이트 어드벤쳐

성인 $225

※ 업체에서 제공하는 안전 장비 외에는 착용이 불가합니다.

☞ 왕복 교통 포함

(중식 불포함)

진주만 & 와이켈레 셔틀

★ 로미로미 50분

옵션투어 예약 후 취소시, 취소비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각 업체별로 취소규정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투어날짜 3일 ~ 4일 전 취소시 취소 패널티 적용, 특별규정은 별도) 예약전 확

인하시고 패널티 규정에 동의 하실 때에만 예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선택 관광 안내서의 모든 투어는 (렌터카포함) 셔틀제공시 픽업은 와이키키 호텔 기준이며, 카할라, 코올

리나등 와이키키외 지역호텔은 셔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날씨, 현지업체 사정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손님의 과실이 없을 경우 예약된

비용은 전액 환불됩니다.

동승자 $ 250

성인 $325

▷ 짚라인 & 어드벤쳐 타워

익사이팅 투어. 소요시간 : 약 7시간

▶ATV가 포함된 투어에서 아동은 ATV 운전은 못하며 동승만 가능합니다.

짚라인

& 어드벤쳐 타워

얼티메이트

어드벤쳐

(성인=아동 동일)

동승자 $205

호텔 스파 마사지

Hotel Spa Massage

코랄 크레이터

어드벤쳐 파크

Coral Crater

Adventure Park

성인 $245

일반 취소 규정 : 72시간 내 취소시 100% 패널티  /  특별 취소 규정 : 해당 옵션별로 별도 표기 (마우이, 힐로, 코나, 카우아이 일일관광 등)

진주만 &

와이켈레 콤보

Pearl Harbor &

Waikele

▷ 짚라인 & 오프로드 ATV

** 왕복픽업 / 진주만 오디오 투어 포함

11



렌터카 ★현지 판매가★ *아래 요금은 하와이 현지 도착 후(여행중) 예약 시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렌터카 사용조건 *만 8세까지 의무적으로 카시트장착(하루 약$13로 렌터카회사 개별 지불)

- 반드시 만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하시는 분은 한국면허증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소지자여야 합니다.

(단, 만 21~24세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렌터카회사 개별 지불입니다.)

- 렌터카의 요금에는 세금, 도로이용료 & 라이센스피 등의 서챠지, 네비게이션, 추가 운전자, 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달라렌터카 : 풀보험 포함  /  알라모렌터카 : 3종보험(자차+대물+대인) 포함 , 자손보험 불포함(하루 $7+tax)

(연료, 픽업한곳 아닌 타장소에 반환하는 드랍챠지, 베이비카시트 렌탈, 주차비 등은 불포함)

** 아래 특정 기간은 차량 대여 비용이 인상됩니다. **

▶07/01-08/31 ($30추가) / ▶12/15-12/31 ($50추가)

*렌터카 요금은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고객분들에게 적용되며 미국면허증 이용시 요금과 사용조건이 변경됩니다.

*위 표기 된 렌터카 업체가 아닌 다른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사용해야는 경우 요금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럭셔리 렌터카 ★현지 판매가★ *아래 요금은 하와이 현지 도착 후(여행중) 예약 시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400

$450

$400

$470

$430

$330

알라모 렌터카 (현지 판매가) 24시간 기준

럭셔리 렌터카 (현지 판매가) 24시간 기준

Jeep Wrangler 지프 랭글러  Seating-4

Jeep Wrangler or similar

$105

$120

$130

$140

$150

$160

Cadillac Escalade Seating-7

Corvette Stingray Seating-2

Full size car 풀사이즈 차량  Seating-5

Nissan Altima or similarDodge Avenger or similar

4-Series BMW Convertible  Seating-4

< 안내 사항>

*포함사항: 차량, 서챠지(도로/공항이용료/라이센스피),

3종 보험(자차+대물+대인보험), 세금, 로드세이프

*불포함사항: 자손보험(현장에서 직접 추가 가능), 연료,

추가운전자, 네비게이션

*필수사항: 한국(자국)면허증, 운전자 신용카드, 바우처, 여권

*만 25세 이상 렌트 가능하며 만 21~24세는 추가비용 발생

*차 안에서는 절대 금연!! 흡연시 $300 클리닝 비용 청구됨

*렌터카 이용 시 발생되는 업그레이드, 연료, 주차비 등은 렌터카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차량의 색상, 연식 등은 개런티 불가 합니다.

*성수기 기간에는 (12/17~12/31) 비용 인상됩니다.

차 타입

4-Series BMW Convertible 

Infinity QX80 or Maserati Levante

CADILLAC ESCALADE

7-Series BMW or Range Rover Sport 

Jaguar F Pace or Audi Q7

or Range Rover Evoque Convertible

Corvette Stingray

미니밴 $130

7-Series BMW or Range Rover Sport  Seating-5 Jaguar F Pace Seating-5 or Audi Q7 Seating-6

or Range Rover Evoque Convertible Seating-4

지프 $130

Infinity QX80 Seating-7 or Maserati Levante Seating-5

Convertible car 컨버터블 차량  Seating-4 Mini Van 미니밴  Seating-7

Ford Mustang or similar

Mid size car 미드사이즈 차량  Seating-5

Ford Focus or similar

풀사이즈 $120

컨버터블 $130

Dodge Grand Caravan or similar

Compact car 컴팩트 차량  Seating-5

달라 렌터카 (현지 판매가) 24시간 기준

컴팩트 $85

미드사이즈 $105

차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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