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K 퍼시픽링스코리아 챔피언십 with SBS Golf 항공 및 호텔 안내

   가. 항공 

      1) 항공 스케줄                                                    ※ 출발/도착시간은 현지시간 기준

         - 12/13(화) 출발 

           인천 ↔ 호치민 [항공료: 왕복 60만원(항공료 + TAX + 유류세 포함)] / 선착순 20좌석

베

트

남

항

공

구분 항공사 출발지 도시 일자 출발 / 도착시간 비행시간

출국 베트남항공
출발 인천

12/13(화) 10:15/13:45 5시간30분
도착 호치민

입국 베트남항공
출발 호치민

12/18(일) 23:35/06:30 4시간35분
도착 인천

         

         - 12/14(수) 출발             

         인천 ↔ 호치민 [항공료: 왕복 65만원(항공료 + TAX + 유류세 포함)] / 선착순 20좌석

      

베

트

남

항

공

구분 항공사 출발지 도시 일자 출발 / 도착시간 비행시간

출국 베트남항공
출발 인천

12/14(수) 10:15/13:45 5시간30분
도착 호치민

입국 베트남항공
출발 호치민

12/18(일) 23:35/06:30 4시간35분
도착 인천

           가) 위 항공스케줄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금(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및 카드 결제

           다) 별도에 항공편 및 마감후 항공편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라) 공식 항공스케쥴을 반영하여 셔틀(공항 -> 공식호텔) 운영예정

      2) 셔틀버스 정보(추후공지)

         가) 셔틀운행 구간 : 호치민 공항 -> 공식호텔(Fairfield by Marriott) / 약 40분 소요

         나) 셔틀운행 시간 : 추후공지    

             ※ 셔틀 운행시간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탑승장소 : 호치민 공항(8GT 앞)

         ※ 공식항공 이용 시, 공식 호텔까지 전원 셔틀 이용 가능 

         ※ 위의 시간 외 호치민 공항 도착선수는 택시 등 개별 이동 요망

           - 호치민 공항 -> 공식호텔까지 택시요금 : 약 450,000 vnd (한화 약 25,000원)

      3) 유의사항

         가) 11월 25일 이후 항공편 변경 불가능 및 탑승자명 변경 불가능 합니다.

         나) 발권후 날짜, 시간 변경 불가하며 환불 패널티 20만원 발생합니다. (발권은 출발 7일전)

         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접수 발권 예정(마감 후 개별 문의 및 예약)

         라) 수하물 안내 

             * 기내 수하물(핸드캐리)

탑승 클래스
기존

(짐의 개수와 관계없이 총 무게로 허용함 ) 
비고

비지니스석 10kg이내 X 2개 수화물 규격

40X20X55cm

3면의 합이

155이하만 가능일반석 10kg이내 X 1개



            * 무료 위탁 수하물

           

      ※ 무료수화물 개수는 1개이며, 골프백만 1개 추가허용 됩니다.

      ※ 골프 장비를 포함한 총 수하물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 이내이면 무료입니다.

               

      4)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가) 100ml 이상의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면세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됨)

     나)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기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칼, 공구류, 우산 등)          

     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규격(삼면의합 115cm, 10kg 이내) 이상의 물품

      5)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기내로 휴대해야할 물품)

     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소형 악기류 등

     나) 기내 또는 여행 중에 사용될 의약품

     다)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 장치

     라)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위에 나열해 드린 물품은 부치셨을 경우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내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식호텔

  - Fairfield By Marriott South Binh Duong hotel

    1) 주소 : No. 5 Huu Nghi Avenue, Vietnam – Singapore Industrial Park (VSIP), 

             Binh Hoa Ward, Thuan An City, Binh Duong Province, Vietnam

    2) 연락처 :+84 274 3787 300

    3) 위치 : 공항↔호텔 - 19.9km, 약34분~50분소요(자가용기준)  

             호텔↔골프장 – 16km, 약23분~30분소요(자가용기준)

    4) 가격 및 객실타입 : 

구분 룸 타입 가능 수량
사용 금액(1박기준)

비고
1인 사용 시 2인 사용 시

호텔형

슈페리어
싱글 베드 2개

62
114,000원 120,000원

조식 포함 금액

슈페리어 
킹 베드 1개

71

엑스트라베드 6개 1개당 35,000원(1박)

Late check-out 18시 이전 50%  room charge. 이후 100%

    5) 예약기간 : 2022년 11월 14일(월) 10:00부터 11월 18일(금) 18:00입니다. 

     - 선착순 접수(결제)이오니 참고 바라며 업무시간은 10:00부터 18:00입니다.

       (예약 및 결제 공휴일은 정상근무) 

     - 객실 수량 한정으로 인해, 선수/캐디/가족 우선 배정 후 관계자 배정 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탑승 클래스
기존

(짐의 개수와 관계없이 총 무게로 허용함 ) 
비고

비지니스석 32kg x 2개 골프백(1개)도

수화물 무게에

포함합니다.일반석 23kg x 1개 (골프백만 1개 추가가능)



    6) 결제기간 : 2022년 11월 22일(화) 18:00까지입니다.

     - 결제방법 : 현금(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결제 / 예약시 상세 안내

     - 객실예약 확약 후 취소의 경우 예약 총금액의 80% 패널티가 징수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참가 취소 선수에 대해서는 제외)

     - 결제기간(11월 22일 18시까지)내 미결제시 예약내용이 취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호텔(Guest benefits)

     - 조식제공 : 05:30am - 10:30am

     - 무료사용 : 헬스장, 수영장, wifi

     - 매일 cleaning service

     - 매일 water 4병 제공

9. 비자

   가. 본대회 참가로 인한 비자 발급 필요 없습니다.(참가선수, 관계자 등 전원)

   나. 단, 왕복항공권을 출력하셔서 입국심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항공 및 호텔예약 담당 

   가. 항공 호텔예약 및 문의 : ㈜WP스포테인먼트&우성투어(하나투어공식인증예약센터)

          * 국내 예약 및 문의처

               - Tel. 02-2691-5333, 2605-5333 / E. woosung5333@naver.com / Fax. 02-2691-5305

               - 우성투어 홍은영실장(010-9477-4700)

               - 우성투어 조아름대리(010-5583-0767)

          * 현지(베트남) 문의처

               - 우성투어 홍은영 실장 : 010-9477-4700

               - WPS 정재원 팀장 : 010-4843-6929

               - WPS 한대희 사원 : 010-4732-4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