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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요금

일사용 하루 시간일사용 하루 시간일사용 하루 시간일사용 하루 시간1 - 101 - 101 - 101 - 10
보조석포함 최대 명 유류비 기사포함 팁불포함APV ( 6 ) + ( ) 대사용기준요금US$70(1 )

보조석포함 최대 명 유류비 기사포함 팁불포함ELP ( 10 ) + ( ) 대사용기준요금US$130(1 )

공항픽업공항픽업공항픽업공항픽업 공항 예약하신 호텔<->
편도당US$20( )

성인기준 인요금( 1 )

가이드요금 일이용 하루 시간일이용 하루 시간일이용 하루 시간일이용 하루 시간1 - 101 - 101 - 101 - 10
현지인 한국어 가이드

가이드 은 불포합입니다TIP
US$80

크루즈 종류 포함사항 구분 특가

DAY CRUISE
차량불포함

퀵실버 데이크루즈 원주민마을관광 바나나보트 워터슬라이드 반잠수함 스노+ + + +
클링

성인 $96

본티 데이크루즈 성인 $90

와카 데이크루즈 빌리지투어 또는휴식 스노클링( )+ 성인 $127

세일 센세이션 데이크루즈
빌리지투어 또는휴식 스노클링 글라스보텀 바나나보트( )+ + + +

사이클링
성인 $95

DINNER CRUISE
차량불포함

본티 선셋크루즈

부페디너 차 파티타임 등+ +

성인 $59

발리하이 선셋크루즈 성인 $75

아리스토캣 선셋크루즈 성인 $95

위치 레프팅명칭 안내 구분 특가

스릴넘치는
레프팅

소백 레프팅
차량불포함

발리최고의 다이나믹한 스타일의 레프팅
점심식사 포함( )

성인 $65

화이트워터래프팅
차량포함

발리 래프팅 시작업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발리 어,
드벤쳐투어의 래프팅
점심식사 포함( )

성인 $85

스쿠버다이빙

차량포함

빠당바이 다이빙
수심 미터 정도의 연안 다이빙 빠당바이 항구에서 스피25 ,

드보트로 분거리5
조류가 강하지 않아 초보자에게도 적합

성인 $170

뚤람벤 다이빙

해변에서 바로 입수하여 검은 모래 해변을 따라가면
수심5~7m .

난파선이란 특수성으로 나이트다이빙을 즐겨보는 것도 색
다른 경험이다

성인 $170

서핑배우기 발리서핑 지상강습 한국인 실습 현지인: / : 성인 $60

LIST 위치 포함사항 구분 특가

ESSENCE SHOP
차량불포함

선셋로드

Baliness Massage 분120 $35~

Aroma Massage 분120 $35~

Seaweed Spa 분120 $45~

Green Tea Spa 분120 $45~

Coffee &Chocolate Spa 분120 $45~

Herbal Body Spa 분120 $45~

Red Wine Spa 분120 $45~

에센스샾은 꾸따에 위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IBBON SHOP
차량불포함

선셋로드
발 목 어깨 마사지. . 분120 $15~

풀바디 마사지 분120 $16~

리본샾은 선셋로드에 위치 코지보다 힘을 더주는 지압으로 유명합니다. .
예약을 하지 않으면 많이 기다리셔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안내를 받고싶으시면 문의주세요

CHILL SHOP
차량불포함

스민약로드 발 마사지 분60 $19~



발 목 어깨 마사지. . 분90 $30~

칠스파는 스민약에 위치 더빌라스 호텔에서 운영하는 샆입니다. .
예약을 하지 않으면 많이 기다리셔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안내를 받고싶으시면 문의주세요

COZY SHOP
차량불포함

선셋로드
발 마사지 분90 $13~

전신마사지 분90 $18~

코지샾은 선셋로드에 위치 발리 최고의 마사지샆입니다. .
예약을 하지 않으면 많이 기다리셔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안내를 받고싶으시면 문의주세요

아야나리조트내
아쿠아토닉풀

차량불포함

짐바란
아야나 리조트내 해수마사지를 받아보세요

수영복지참( )
분120 $50

아로마 오일스파
차량불포함

발리는 전세계적으로 스파가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상 하의 탈의하시고 에서. . SHOP
제공한 팬티만 입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분120 $30~

트레디셔널
발리전통안마

차량불포함

가운을 입고 얇은 매트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태국전통안마가 지압이 좀 세
다면 발리전통안마는 태국전통안마보다는 조금 약한 지압마사지입니다

분120 $30~

스톤마사지
차량불포함

발리의 북쪽에서 공수해온 화산석을 이용한 마사지로 발리전통안마와 온기가 있는
화산석을 통한 릴렉스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분120 $30~

초콜릿스파
차량불포함

초콜릿을 통해 스파를 받습니다. 분120 $30~

코코넛스파
차량불포함

아토피 지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성분을 가진 코코넛을 이용하여 릴렉스 해주는 스.
파 프로그램입니다 코코넛 오일로 바디스크럽 코코넛열매를 이용하. massage -> ->
여 핫 바디 팩 바쓰 플라워 등을 이용하여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고품격 웰빙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분120 $40~

종류 포함사항 및 프로그램 구분 특가

짐바란씨푸드
차량불포함

짐바란 비치에서 즐기는 씨푸드의 향연 발리 무희들의 댄스도 보실수 있으며 셋트/
메뉴가 제공됩니다 음료 잔제공 매일운영( 1 ) -

성인 $45~

빠사르셍고르씨푸드
뷔페

차량불포함

그랜드하얏트에서 즐기는 씨푸드 부페디너 발리전통 댄스도 보실수있는 기회입니/
다 저녁식사 매일운영. : 19:00~21:30 -

성인 $55~

프로그램 패키지 종류( ) 포함사항 구분 특가

사파리 투어
차량불포함

드래곤 패키지 safari journey trip+ funzone rides+Uma lunch 성인 $59

사파리투어
차량불포함

나이트사파리 성인 $90



골프장 설명 홀 구분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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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그렉노먼이 설계한 골프장으로 영화처럼 펼쳐지는
산과 인도양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있다

홀18
주중 $195

주말 $220

뉴꾸따 클럽
발리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골프장으로 가장 난

이도가 높다
홀18

주중 $150

주말 $165

한다라 코사이도 클럽
브두굴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

운 골프장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홀18

주중
$180

주말

네셔널 골프클럽 누사두아 위치한 골프장 홀9
주중

$190
주말

포함내역 그린피 캐디피 카트포함. .

불포함내역 이동차량 캐디팁 클럽 슈즈 및 개인경비, . (4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