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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금액
구분

입회비

형태

그린피/캐디피
1인18H기준
공항36CC(¥5,200)/미조베CC(¥6,000)

개인 회원

570만원

정회원1인 + 동반3인

*연말연시는 특별요금적용

1조 전원 회원대우

- 주중/주말 카트비 포함
정식회원 노 캐디 (셀프플레이)가능
※캐디피 1인당 ¥3,520 (4인1조)

**가고시마공항36cc 홈페이지 www.koreatabi.com
■ 입회계좌 - 815601-04-105629 / 국민은행 / 예금주: 도사야리조트코리아㈜

■ 회원 특전
1. 가고시마 공항36CC 정식 회원증 발행
2. 공항36CC(36홀), 미조베CC(18홀) 회원1인 포함 1조전원 정회원대우
3. 양도, 양수가능(평생회원권)
4. 연회비 무료 / 2인 PLAY(주중/주말)가능
5. 송영 서비스 무료 (단, 호텔 개별 예약 시 송영불가/한국인 직원 상주)
6. 원스톱 예약 서비스 제공(항공, 호텔, 골프, 송영)
7. 공항호텔 및 제휴호텔 & 골프텔 회원 요금 제공
8. 항공안내 ( 주 3회 수, 금, 일 출발)
출발요일

인천-가고시마(대한항공KE785)

가고시마-인천(대한항공KE786)

수, 금

09:20 - 10:55

12:00 - 13:35

일

13:00 - 14:35

15:55 - 17:30

인천-가고시마(이스타항공ZE651)

가고시마-인천(이스타항공ZE652)

14:45-16:35

17:30 - 19:35

수,금,일
※

항공시간 및 운항 일정은 대한항공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요금 입니다.

구분

평일

휴전일

식사

비고

클럽빌라 36

¥7,200

¥7,200

조/석식포함

공항36CC 내 골프텔

공항호텔

¥7,900

¥7,900

조/석식포함

세금포함

비즈니스호텔

기리시마 관광호텔(화실)

¥8,900

¥11,100

기리시마 관광호텔(양실)

¥10,000 ¥12,200

조/석식포함

세금

온천호텔

기리시마 캐슬호텔

¥9,800

¥12,000

조/석식포함

기리시마 국제호텔

¥11,100 ¥13,300

조/석식포함

교세라 호텔

¥11,600 ¥13,300

조/석식포함

온천
이용료
포함

온천호텔
온천호텔
고쿠부 시내호텔

*상기 요금은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4월~(골든위크,일본추석,연말연시,호텔특정일 등)

■ 골프장 정보
구분

공항36CC(36H)

미조베CC(18H)

개장

1974년 8월

1995년 9월

요금

18H기준-5,200엔/9H추가시 2,000엔

개요

72만평 36홀 1그린 벤트그라스
요코가와 코스- 6770 야드
공항코스 -6950 야드

부대시설
운영형태

18H기준-6,000엔/9H추가시 2,000엔
30만평 18홀 6767야드
벤트그라스 2그린

300야드 30타석 연습장

180야드 15타석

천연 온천탕

천연온천탕

공항코스

: 5인승 카트

요코가와코스 : 2인카트
페어웨이 진입가능

5인승 카트 / 7분 TEEOFF

7분 TEEOFF

■ 회원권 특징
∴ 공항에서의 접근성이 탁월.
공항36CC 공항에서 15분소요 / 미조베CC 공항에서 10분소요
기리시마관광지 및 온천마을 20~30분 소요 등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
가고시마는 특히 한겨울 평균기온이 10도로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 관광 및 온천체험까지 가족골프 및 여행에 최적지.
골프의 즐거움은 물론 가고시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기리시마국립공원 사쿠라지마
이브스키등 관광 및 온천 체험이 가능합니다.
∴ 가고시마의 유수기업인 도사야리조트그룹에서 운영.
∴ 양도양수 가능한 평생 회원권 입니다.
∴ 원스톱 예약 서비스 제공 및 회원 맞춤 서비스 제공.
한국 서울에 고객센터 운영으로 항공, 호텔, 골프, 송영 등 원스톱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성향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국인 직원 상주
한국인 직원 상주로 편안하고 안전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예약시 유의사항
∴ 모든 예약은 출발일 2주전 마감입니다.
∴ 항공은 별도로 하셔도 무관하나 현지가 예약가능한지 확인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투어비는 한국에서 [코리아타비]계좌 원화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현지지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