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전금고: 각 방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용 시 호텔에 따라 무료이거나, 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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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서울시 중구 무교로 16 체육회관 402 호 • Tel: (02)318-1117 • Fax: (02)734-3117

Hawaii: Waikiki Landmark 1888 Kalakaua Ave. #C109, Honolulu, Hawaii 96815 • Tel: (808)922-1122  • Fax: (808)922-1120

23/05/24 updated

현지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고, 서비스나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이드 팁은 패키지의 경우 담당 가이드에게 4박5일 기준으로 1인 $50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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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택관광은 기후, 날씨, 현지업체 사정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손님의 과실이 없을경우 예약된 비용은 전액 환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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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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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된 일정 외에 현지 담당 회사나 담당 가이드를 통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 등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서는 약 15-20% 

(예: 한식당 세트 메뉴는 1인 $2, 현지식은 1인 $2, 호텔디너는 1인 $5~10 정도)

   하와이 옵션 리스트 (고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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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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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예약전 확인하시고 패널티 규정에 동의 하실 때에만 예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선택 관광 안내서의 모든 투어는 (렌터카포함) 셔틀 제공시 픽업은 와이키키 호텔 기준이며, 카할라, 코올리나등 와이키키 외 지역호텔은 셔틀 불가능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기후, 날씨, 현지업체 사정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손님의 과실이 없을 경우 예약된 비용은 전액 환불됩니다.

욕실 안에는 욕조를 제외한 바닥에 배수구가 없으므로 샤워를 하실 때는, 커튼을 욕조 안으로 넣고 사용 하셔야 합니다.

9 – 011 – 82 – 지역번호 (0을 제외) - 전화번호

◈ 주의사항

개인적인 예약이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사항, 사고, 분실, 예약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방에서 나오실 때는 반드시 열쇠 또는 카드 키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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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화

*여행패키지 예약 시 상품별로 담당가이드 팁은 포함되어 예약된 경우가 있으니 담당가이드와 팁 포함 여부는 확인 하시고

 포함된 경우 담당가이드의 팁은 별도로 지불을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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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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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터 (벨 맨) / 룸 서비스 이용 시 $2~$5 정도, 택시 이용 시 택시요금의 15%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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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관 광

# 주내선 스케줄 상 호텔 조식이 불가능 한 경우 조식은 불포함이며,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호텔 조식 환불 불가)

# 예약 확정과 동시에 주내선 항공 예약 및 발권이 진행 됩니다. (발권 후 캔슬 시 100% 패널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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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내선 스케줄 상 호텔 조식이 불가능 한 경우 조식은 불포함이며,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호텔 조식 환불 불가)

# 예약 확정과 동시에 주내선 항공 예약 및 발권이 진행 됩니다. (발권 후 캔슬 시 100% 패널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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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내선 스케줄 상 호텔 조식이 불가능 한 경우 조식은 불포함이며,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호텔 조식 환불 불가)

# 예약 확정과 동시에 주내선 항공 예약 및 발권이 진행 됩니다. (발권 후 캔슬 시 100% 패널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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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푸 포인트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입장료 포함) ▶ 파인애플 농장

▶와이키키 호텔가▶다이아몬드헤드▶카할라 고급 주택지 ▶하와이카이 ▶블로우 홀

# 현지 사정에 따라 중식은 새우트럭 또는 PCC 런치뷔페로 진행됩니다. 

단독 (4인 기준)

$880

카우아이섬 (정원의 섬)

일일관광

하와이 섬 중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었고,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으로 인해 '가든 아일랜드'라고 불리우는

카우아이 섬은 섬전체가 푸른 밀림지대로 이루어져 하와이의 원시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어

많은 헐리우드 영화의 촬영지가 되었던 섬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는 태평양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

는 2,857피트의 와이메아 캐넌, 스파우팅혼, 카우아이 커피농장, 최북단에 위치한 칼라라우 전망대, 트리

터널 등 아름다운 관광 코스를 즐길 수 있는 여행 상품 입니다.

# 4인 이상 예약 시 출발 확정, 모객 인원이 4인 미만 일 경우 투어 날짜 변경 됩니다. 

# 가이드 팁 1인 $10 불포함

# 월요일은 투어 진행 불가 합니다.

# 성수기에는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 비용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판매가 $430

성인=아동

※ 선택관광 일반 취소 규정 : 72시간 내 취소시 100% 패널티

※ 특별 취소 규정 : 해당 옵션별로 별도 표기 (마우이, 힐로, 코나, 카우아이 일일관광 등)

2023 옵션 초특가 (현지 판매가)

요      금내                 용

하와이섬 (화산섬)

일일관광

RENEWAL

마우이섬 (계곡의 섬)

일일관광

마운틴 로드의 구름 위로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하와이의 대표명소 할레아칼라산의 2천 미터 지

점까지 드라이브와 관광, 산등성이에 위치해 마우이섬의 멋진 조망이 가능한 쿨라 컨트리 농장, 미국 내

10대 스트리트로 선정된 라하이나 올드타운, 반달 모양의 화이트 샌드비치로 유명한 카아나팔리 리조트

지역, 하와이의 소나무 쿡 파인트리 로드, 까만 용암밭에 만들어진 숨겨진 보석 같은 신비로운 씨크릿

비치, 그리고 마우이섬에서 꼭 가봐야할 대표명소중 하나인 이아오벨리 주립공원을 포함하는 풀데이 일

정으로 알차고 흥미롭게 구성된 여행 상품 입니다.

# 4인 이상 예약 시 출발 확정, 모객 인원이 4인 미만 일 경우 투어 날짜 변경 됩니다. 

# 가이드 팁 1인 $10 불포함

# 투어 이용 가능일 : 화 / 목 / 토 (주 3회)

# 성수기에는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 비용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판매가 $470

현재도 활동중인 하와이섬 활화산의 장엄한 경관과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상품으로

특별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로운 폭포와 화산국립공원, 빅아일랜드 캔디 공장, 아카카폭포 주립공

원 등의 방문으로 하와이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관광코스를 제공합니다.

성인=아동

$430판매가

# 4인 이상 예약 시 출발 확정, 모객 인원이 4인 미만 일 경우 투어 날짜 변경 됩니다. 

# 중식(새우요리&음료)불포함

# 가이드 팁 1인 $10 불포함

# 인원 추가 시 1인당 $140 추가 비용 발생합니다. (성인/아동 동일) # 주 5일 운영 (월, 화, 목, 금, 토)

# PCC 입장료&중식 포함

# 소요시간: 9am ~ 6pm 전후

***호텔(와이키키)픽업서비스 포함*** 

판매가

# 성수기에는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 비용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성인=아동

# 월요일은 투어 진행 불가 합니다.

성인=아동

$130
오아후 섬일주

스케치 투어

추가 시 1인 $16 별도

하와이 대표명소와 맛집탐방 투어로 와이키키를 출발해 오아후섬 최고전망을 가진

동부해안 도로, 오아후노스쇼어 지역, 할레이바타운을 관광한 후 와이켈레 아울렛에서

브랜드 쇼핑을 하고 와이키키로 귀환하는 대표적인 오아후 섬일주 관광이며 가이드 안내로

여유롭고 편안한 투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행사

오아후 전통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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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와이의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종합공원 폴리네시안 문화센터의 관광 2시간 코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단독 행사로 진행되며, 최소 기준 인원은 4인 입니다. 

▶와이켈레아웃렛쇼핑( 1시간 쇼핑) ▶호텔귀환 

판매가

# 가이드 팁 1인 $10 불포함

# 주 4일 운영 (월, 화, 목, 일)

# 소요시간: 9am ~ 4:30/5pm 전후

▶와이키키 호텔가 ▶다이아몬드헤드 ▶카할라 고급 주택지 ▶하와이카이 ▶블로우홀

# 가이드 팁 1인 $10 불포함

▶마카푸 포인트 ▶로맨틱하고 역사적인 할레이바 올드타운 관광▶돌파인애플 플렌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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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인 시간: 그린룸 4:50pm, VIP 5:15pm, 루아우 5:30pm, 쇼온리 7:15pm / 쇼 종료 시간 9pm

# 개별 이동 (Royal Hawaiian Theater, 2201 Kalakaua Ave., Building B, 4th Floor, Honolulu, HI 96815)

# 홀리데이 시즌은 요금 인상됩니다. 해당 기간은 별도 문의

# 주 6일 운영 (월, 화, 수, 목, 토, 일) 

# 아동 나이: 3~11세

# 락어훌라 요금은 출발 5일 전 예약시까지만 적용되며,

  5일 내로 예약 시에는 옆에 요금에서 $10/인 인상 됩니다.

# 스타크루즈 요금은 출발 5일 전 예약시까지만 적용되며, 

  5일 내로 예약시에는 옆에 요금에서 $10/인 인상 됩니다.

# 아동 나이: 3~11세

# 임신부는 투어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날씨 및 기타 현지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간식 제공: 주스, 물, 패스트리 

# 소요시간: 9:30am ~ 12:30pm

# 소요시간: 1pm ~ 4pm

디럭스

종합 해양스포츠

$149

모닝 하와이 샌드바 어드벤쳐+

바나나보트+범퍼튜브

판매가 $189 $170

# 주 5일 운영 (화, 수, 목, 금, 토) / 공휴일 휴무 (7/4, 11/10, 11/23, 12/25) 애프터눈 하와이 샌드바 어드벤쳐

# 업체 차량 왕복 픽업 서비스 포함

판매가 $150 $130

애프터눈 하와이 샌드바 어드벤쳐+

바나나보트 OR 범퍼튜브<모닝 프로그램>

판매가 $179 $160

남태평양 바다 위에서 스노클링, 샌드바, 워터발리볼, 스탠드업 패들보드, 플로팅 라운지 등의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더불어 바나나보트, 범퍼튜브도 추가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상에서 돌아가며 해양스포츠 종목을 즐기고 쉬면서 선텐도 할 수 있어 가족여행, 허니문 여행으로 인

기 있는 대표 관광 상품입니다.

성인 아동

모닝 하와이 샌드바 어드벤쳐

판매가 $139 $120

모닝 하와이 샌드바 어드벤쳐+

바나나보트 OR 범퍼튜브

판매가 $169

# 금요일 선택 진행 시 1인 $17 추가 

 (FIREWORKS는 개런티 불가)

VIP 와이키키 루아우 뷔페 & 쇼

판매가 $162 $98

$130

판매가 $245 $180

판매가 $216

오리지널 루아우 뷔페 & 쇼

판매가 $130 $78

그린룸 와이키키 루아우 뷔페 & 쇼 

성인 아동

쇼온리

판매가 $78 $58

루아우 뷔페

판매가 $90 $67

스타오브호놀룰루

선셋 디너크루즈

스타 디너 크루즈는, 약 1500 명이 승선하는 하와이 최대규모의 유람선입니다. 라이브 밴드의 선율과 다

양한 선상 쇼를 즐기고 하와이의 저녁노을과 함께 호놀룰루타운, 와이키키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크

루즈 상품입니다.

*1스타(3코스 디너) - 크랩, 스테이크 & BBQ 치킨, 코나 커피 & 차, 웰컴 드링크 Mai Tai 1잔

*3스타(5코스 디너) - 랍스터, 스테이크, 샴페인과 2잔의 프리미엄 음료

*5스타(5코스 디너) - 랍스터, 프라임 스테이크, 코나 커피 & 차, 샴페인과 2잔의 슈퍼 프리미엄 음료

성인 아동

1-STAR

판매가 $167 $130

3-STAR

** 스타 오브 호놀룰루에서 제공 되는 드링크 쿠폰은 분실시 재발급 불가합니다.
판매가 $206 $147

# 소요시간: 4:20pm부터 4~5시간 (승선: 4:45pm / 출항: 5:30pm / 도착: 7:30pm)

# 셀러브레이션: 1인 $33 추가 / 윈도우 테이블, 사진첩 (커플당 1개) NOVA 5-STAR - 금요일만 진행

# 업체 차량 왕복 픽업 서비스 포함. 카할라 호텔 픽업 불가

# 홀리데이 시즌은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 되거나 요금이 인상 됩니다. 해당 기간은 별도 문의

# 미 운영 날짜: 6/20, 12/7, 12/12 은 예약 불가합니다.

# 아동 나이: 3~11세

락어훌라디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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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프터눈 프로그램> 애프터눈 하와이 샌드바 어드벤쳐+

바나나보트+범퍼튜브# 런치 제공: 크루아상 샌드위치, 파인애플, 샐러드, 칩스

판매가 $20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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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이동 (377 Keahole St suite e 103, Honolulu, HI 96825)

# 제트스키 16세 이상 가능

# 파라셀링 몸무게 23kg 이상 - 120kg 이하

# 임신부는 투어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날씨 및 기타 현지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1일 3타임 진행- 7:30am, 11am, 2:30pm

# 장비, 음료 서비스 / 수영복 또는 래쉬가드는 미리 착용해 주세요

# 만 13세 이상부터 예약 가능 (만 60세 이상은 별도 문의)

# 매주 일요일 휴무 

▶Eco-Star

# 개별 이동- 호놀룰루 국제공항 내 블루하와이안 헬리콥터 (99 KAULELE PL, HONOLULU, HI 96819)

# 개별이동 (2005 Kalia Rd. Honolulu HI, 96815),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알리타워 앞 해변 티켓 오피스

# 소요시간: 약 2시간

# 신장 91cm 이하, 잠수함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해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이용이 불가 합니다. 

# 출발 전 호텔에서 스윔수트를 미리 착용하시고, 비치타올과 선글라스, 모자 등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핑스쿨의 영어권 강사들의 서핑 레슨 또는 패들보드 레슨

아름다운 하와이카이 지역에서 즐기는 스릴 넘치는 해양스포츠

# 날씨 및 기타 현지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65판매가

# 아동 나이: 2~11세

# 날씨 및 기타 현지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성인 아동

아틀란티스 잠수함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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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양각색의 열대어를 만나볼 수 있으며 침몰된 난파선과 항공기 등, 태평양 바닷속의 감춰진

신비로움을 안전하고 쾌적한 최신형 잠수함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72$160판매가

Eco-Star

1시간 프라이빗 레슨

파라셀링(600피트)+제트스키(2인용) +

바나나보트 OR 범퍼튜브

파라셀링(600피트)+제트스키(2인용)

$90판매가

성인=아동

성인=아동

$190판매가

# 매일 운영 // 1일 6타임 진행- 9am, 10am, 11am, 12pm, 1pm, 2pm

# 외국인 강사가 레슨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1시간 그룹 레슨 (최소 3인 이상)

한인 서핑 레슨

성인=아동

그룹 레슨 90분

판매가 $165

판매가 $105

한국어 강사들과 함께 하는 서핑 레슨

돌핀앤유

(Wai‘anae Boat Harbor)

# 그룹 레슨으로 진행 (강사 비율 최대 1:4)

# 날씨 및 기타 현지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체중 108kg 이상 이용불가능

헬기투어

Blue Skies of Oa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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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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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마날로비치, 중국인모자섬, 카네오헤베이, 누아누벨리우림의절벽, 돌파인애플농장을 돌아

진주만, 아리조나기념관, 미주리전함 등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비행을 즐겨보세요.

(여권 지참하셔야 합니다.)

해저 잠수함 관광

# 웻수트, 사진+동영상 USB, 주류 등은 불포함 (추가 시 업체에 별도 비용 직접 지불)

# 소요시간: 약 3-4시간 (이동 시간 불포함)

# 중식 도시락, 물, 레몬에이드 제공

$165판매가

# 업체 차량 왕복 픽업 서비스 포함

성인=아동

아동

돌핀와칭 & 스노클링

패러세일링 &

해양스포츠 콤보

 

  

서핑 레슨 (또는)

패들보드레슨

# 13세 이상부터 예약 가능

파라셀링(600피트)

# 1일 3타임 진행- 9am, 12pm, 3pm (2타임만 진행되는 날도 있음)

◎ 프라이빗 레슨(1대1 레슨): 강사 한 명당 1명이 레슨 받음

# 주 5일 운영 (월, 화, 수, 목, 금) / 공휴일 휴무

# 오아후 섬일주 약 45분 소요

# 무게 제한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그룹 레슨: 최소 3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레슨 받음

# 업체 차량 왕복 픽업 서비스 포함

◎ 세미프라이빗 레슨(2대1 레슨): 강사 한 명당 2명이 레슨 받음

# 임신부는 투어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날씨 및 기타 현지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크루즈에 탑승하여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위로 무리지어 다니는 돌핀을 보고

태평양 바다 위를 여유있게 크루즈하며 스노클링, 워터슬라이드, 카약킹, 패들보드 등의

엑티비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1일 2회 투어 7am (5:10am 픽업 - 12pm 리턴)  / 11am (9:10am 픽업 - 4pm 리턴)

# 아동 나이: 3~12세

판매가 $120

2시간 프라이빗 레슨

판매가 $175

1시간 세미 프라이빗 레슨

판매가 $100

2시간 세미 프라이빗 레슨

판매가

판매가 $90

2시간 그룹 레슨 (최소 3인 이상)

$135

$150$190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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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시 무료 웰컴 드링크 제공 // 이외의 주류는 별도의 추가 비용 발생됩니다.

# HA Show only: HA쇼 일반 좌석 관람 (7:30pm~8:45pm)

# 아일랜드 & HA Show: 6개 마을 체험 + HA쇼 일반 좌석 관람

# 아동 나이: 4~11세

☞ 정글투어: 3세 이상 가능, 허리가 안 좋은 분 또는 임신부는 참여하지 말 것을 권장

☞ 승마: 10세 이상 가능 & 키140cm 이상, 104kg미만 가능, 커버슈즈 & 긴바지착용

☞ UTV 랩터 : 5세 이상 가능, 21세 이상 운전 가능하고 면허증 필수 소지, 운전자 포함 최대 6명 탑승 가능 

☞ E 바이크 : 10세 이상 가능, 키 137cm이상 2m이하 & 체중 38kg 이상 114kg 미만 가능, 커버슈즈 착용

☞ 짚라인: 10세 이상, 키 142cm이상 2m이하 & 체중 32kg 이상 127kg 미만 가능, 커버슈즈 착용

☞ 모든 투어의 체크인시 18세 미만은 성인과 함께 동행해야 하며, 12세 이하 아동은 성인과 함께 투어

☞ 프로그램에 따라 임신부의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오션보야지는 일요일/공휴일은 불가, 대신 중식 포함

# 키 177cm 이상은 몸무게 최대 122kg 까지만 가능

# 키 177cm 미만은 몸무게 최대 113kg 까지만 가능

���# 전문 이미지 증정 30장 / 작가팁 불포함 ($10/인)

# 아동 나이: 3~11세

와이키키 선셋 크루즈

(Atlantis Cruise)

 

  

선셋 크루즈

쿠알로아렌치

Kualoa Ranch

$135

$152

$190판매가

$95

# 익스피리언스 패키지 포함사항: 무비사이트+정글투어+Aloha Aina 투어+중식

판매가

아일랜드 & HA Show + 셔틀

# 주 5일 운영 (월, 화, 목, 금, 토)  

판매가 $153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Polynesian Cultural Center

하와이 최고의 관광지로 알려진 폴리네시아 문화센터는 와이키키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의 노쇼어에 위치한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폴리네시안  전통민속촌

입니다. 이곳에서는 하와이를 비롯 폴리네시아에 속하는 사모아, 통가, 뉴질랜드, 피지,

타히티등 7개 섬나라의 생활양식, 의상, 댄스, 역사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브닝 공연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HA” 쇼를 보실수 있고 하와이의 전통음식과

함께 전통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루아우 패키지는 대표적인 여행상품 입니다.

성인 아동

입장료 only (Islands Admission) + 셔틀

판매가 $110 $95

HA Show only

# 입장료 only (Islands Admission): 6개 마을 체험 (12:45pm~5:30pm)

판매가 $100 $80

# 게이트웨이 뷔페: 6개 마을 체험 + 디너뷔페 + HA쇼 일반 좌석 관람

$159

허니문스케치스냅

Waikiki snap

# 허니문/커플룩 의상과 선글라스, 가방, 모자 등 악세서리 모두 개별 준비 

���# 사진추가 & 원본 이미지 구입 별도 비용 

$43$85판매가

판매가

E 바이크 2시간

$167

판매가

# 이용 제약 조건 

UTV 랩터 2시간

승마 2시간

판매가 $103

짚라인 (성인=아동)

# 익스피리언스 패키지만 왕복 픽업 서비스 포함 (단품은 제외)

$125 $95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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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담아 드립니다. 허니문 스케치 스냅포토는 전문 포토그래퍼가 둘만의 시간을 파파라치 사진 형식으

로 담아드리는 것으로 매거진스타일의 스냅사진입니다. 허니문의상 혹은 커플룩으로 준비하고 와이키

키 주변의 이국적인 스트릿 뷰를 사진으로 담습니다.

# 단품 예약 시 셔틀 차량 1인 $35 추가 (단, 셔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대기 시간이 길 수도 있음)

성인

60분 촬영 (커플당 요금)

판매가 $280

# 개별이동 (301 Aloha Tower Drive, Pier 6 Honolulu, Hawaii 96813)

성인 아동

익스피리언스 패키지 (왕복 셔틀 포함)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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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V 랩터 이용시 운전자는 면허증을 필수 지참 하셔야합니다.)

# 매일 운영

# 운영시간: 2/16- 9/15 6pm-7:30pm // 9/16-2/15 5:15pm - 6:45pm (체크인 30분 전 도착 요망)

성인
하와이의 아름다운 선셋과 스카이라인의 환상적인 오션뷰를 감상하며 선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

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업체 차량 왕복 픽업 서비스 포함 (HA Show Only 상품은 제외. 개별이동)

# 단품 개별 이동시 체크인 장소 49-560 Kamehameha Highway Kaneohe, Hawaii 96744

# 날씨 및 기타 현지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금요일 (불꽃놀이) 운영시간 7:00pm - 8:30pm (체크인 30분 전 도착 요망)

노스쇼어 짚라인 투어

(ClimbWorks zipline tour)

성인=아동

# 운영불가 : 일요일, Thanksgiving day, 12/24, 12/25

# 만 7세 이상

# 앞이 막힌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운동화 착용)

# 사진 구매비용 및 가이드 팁 별도

아름다운 NorthShore에서 즐기는 스릴만점 오아후섬 최장 길이 짚라인 투어!!!

8개의 짚라인, 2개의 레펠, 1개의 로프 클라이밍, 3개의 스카이 브릿지, 그리고 ATV 트래킹까지!

약 2시간 반~3시간 소요 / 가장 긴 짚라인은 0.5마일 (약 800m) / 투어 중간 시원한 물, 마카다미아 넛 제공

초보자도 전문교육을 받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판매가 $190

# 개별이동 (CLIMB Works Keana Farms - Zipline Tour/ 1 Enos Rd, Kahuku, HI 96731 미국)

$126

게이트웨이 뷔페 + 셔틀

판매가 $17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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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기름값 폭등으로 업체에서 한시적으로 Fuel Surcharge $20/인 고객님들께 직접 청구 합니다.

# 셔틀 차량 추가는 별도 문의 요망

# 주 2일 운영 (수, 토) / 운영시간 10am - 12:30 pm (매 30분 마다)

# 싱글투어: 체중 118kg 이상, 신장 196cm 이상은 이용 불가

# 2인투어:  2인 체중 158kg 이상, 신장 180cm 이상은 이용 불가

# DVD 또는 사진 촬영 불포함 // 현지 업체에서 직접 구매 가능

# 임신부는 투어가 제한 되며, 날씨 및 기타 현지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골프공/장갑 등은 불포함이며, 클럽하우스에서 구입 가능하고 클럽 렌탈 (약 $80 전후-골프장마다 다름)

또는 슈즈는 추가비용으로 렌탈 가능합니다.

# 호놀룰루 컨트리 클럽은 일반 퍼블릭 골프장과는 다른 멤버쉽 코스 입니다.

# 호놀룰루 컨트리 클럽 조식 뷔페 운영, 조식 추가 시 1인 $20 (운영시간 8am - 11am)

# 기타 골프장은 별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라이드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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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합니다. MBC '무한도전' 의 유재석, 박명수 등 멤버들이 방송에서 탑승하는 모습이 방영되어 널리

알려진 무동력 글라이더는 하와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투어로, 바람을 타고 새처럼 하

와이 상공을 날아 다니는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입니다. 무동력 글라이더는 1970년부터 시작된 40년이

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성능항공기를 이용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되며 특별히 멋진 경관을 자랑

하는 오아후섬의 북동부 지역을 관광하는 최고의 투어이며 3,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와이메아베이,

카에나포인트, 윈드서핑 세일링의 비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스쇼어의 파노라마 절경을 한눈에 즐기

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날은 멀리 진주만, 다이아몬드헤드, 호놀룰루의

경치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성인

시닉 20분 싱글 투어

시닉 20분 2인 투어 (커플당 요금)

# 위치: Dillingham 비행장 // 개별이동 (69-132 Farrington Highway. Waialua, HI 96791) 시닉 30분 싱글 투어

시닉 30분 2인 투어 (커플당 요금)

판매가 $160

판매가 $250

판매가 $180

판매가 $300

# 주 6일 운영 (월, 화, 목, 금, 토, 일) // 날씨 및 기타 현지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위치: 노스쇼어 // 개별이동 (68-760 Farrington Hwy, Waialua, HI 96791)

오아후섬골프

# 만 17세 이하, 만 67세 이상, 체중 100kg 이상, 전 날 스쿠버 다이빙을 하신 분은 이용 불가

# 심장과 폐 관련 수술 및 기타 병력이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성인

$260

별도 문의판매가

판매가

14,000 피트

판매가 $285

# 카할라 비치에서 촬영

스카이 다이빙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오아후섬에서 평생에 추억으로 남을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해 보세요.

상공 12,000피트(3657m)에서 거침없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 베테랑인 인스트럭터와 함

께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여권 필수 지참 하셔야합니다.)

12,000 피트

비치웨딩포토

또는

리마인드웨딩포토

하와이웨딩포토: 파란바다와 은빛모래가 무대가 되어 축하의 속삭임을 들려주는 대자연 속 한가운데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야외촬영을 하는 상품입니다. 멋진 하와이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웨딩 그

순간을 감성사진으로 남겨 드립니다.

60분 촬영 (커플당 요금)

# 포함사항: 비치용 스냅 촬영용 드레스, 부케(조화) 렌탈 포함, 주례 (비치웨딩만 포함)

# 허니문, 마인드웨딩, 결혼기념 등의 이벤트용으로 좋습니다.

# 요금 및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비치웨딩-실제 결혼식 (커플당 요금)

별도 문의판매가# 추가옵션 (커플당 비용): 헤어&메이크업 $400, 리무진 차량이용 $300, 웨딩 음악 $200

판매가

$275판매가

카폴레이 (최상) 주중/주말 동일

$210판매가

와이켈레 (상) 주중/주말 동일

호놀룰루 컨트리 클럽 (최상) 주중/주말 동일

판매가

에바비치 (상)

주중 주말

$220 $230

$250

멤버쉽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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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골프투어 입니다. 초급자부터 최상급자까지 다양한 레벨에 맞춰 최고급코스를 제공해

드리며 그린피, 전동카트, 골프체크인 서비스 등을 포함해 예약해 드립니다.

카드 결제시 $20+수수료 3.5%가 청구 되니 참고 바랍니다. 

# 인스트럭터 팁 $25/인 불포함, DVD 또는 사진 촬영 불포함 

터틀베이 Palmer (최상) 주중/주말 동일

판매가 $280

코올리나 (최상) 주중/주말 동일

판매가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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