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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era Harbour Resort Korea Representative Office
�� Seosomun-ro ��-gil (L Floor, A-dong, Paichai Jeongdong Building), Jung-gu, Seoul ����� South Korea

Tel: ��-���-����  Email: korea@suteraharbour.co.kr Website: www.suteraharbour.co.kr

올인클루시브 '골드카드’
수트라하버 리조트 100배 즐기기! 

조식 (BREAKFAST) 
뷔페   ��:�� - ��:��         
투숙 호텔 별 레스토랑 이용
마젤란 리조트 (파이브세일즈, �F), 퍼시픽 호텔 (카페볼레, �F)

중식 (LUNCH) 
카페볼레 (퍼시픽 호텔 �F)                  ��:�� - ��:�� (뷔페)      
알프레스코 (마젤란 리조트 �F)          ��:�� - ��:�� (세트)      
더 테라스 (마리나클럽 �F)                  ��:�� - ��:�� (세트) 
마리나카페 (마리나클럽 �F)               ��:�� - ��:�� (세트)
마누칸섬 투어일정 중                           ��:�� - ��:�� (BBQ세트)
키디스 클럽 (마리나클럽 �F)              ��:�� - ��:�� (키즈세트)
머핀즈 (마젤란 리조트 �F)                  ��:�� - ��:�� (키즈세트)

석식 (DINNER) 
카페볼레 (퍼시픽 호텔 �F)                  ��:�� - ��:�� (뷔페)
알프레스코 (마젤란 리조트 �F)          ��:�� - ��:�� (뷔페)
페르디난드 (마젤란 리조트 �F)          ��:�� - ��:�� (세트)
*페르디난드 �인당 USD�� 추가 요금으로 이용 (성인, 아동 동일)
*사전 예약필수, 복장은 이브닝 스마트 캐주얼 (권고)
**파이브세일즈, 실크가든, 브리즈 레스토랑은 오픈 준비중이며, 오픈시 공지 예정입니다.

리조트 내  조식/중식/석식
 리조트 뷔페식 또는 세트메뉴 
 (소프트 드링크 또는 주스 �잔 포함)

*메뉴 및 운영시간은 현지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사

레이트 체크아웃
마지막 날, 체크아웃 시간 ��:�� -> ��:�� 연장
*�박 이상, �객실 성인 �명 이상 투숙 시 적용됩니다.
*당일 객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트라하버 골프&컨트리클럽 드라이빙 레인지 
골프공 ��개와 골프클럽 제공 (운동화필수)
 (�일 �회 이용가능, 사전예약 필수 ￜ ��:�� - ��:��)

키즈클럽 이용 (만�-��세)
키디스 클럽 (마리나 클럽 �F)       ��:�� - ��:��
리틀 마젤란 (마젤란 리조트 �F)   ��:�� - ��:��
* 별도의 액티비티 프로그램 이용 시 추가 요금 

    리조트 내 순환 셔틀 서비스 : 마젤란 리조트 ‒ 마리나클럽 ‒ 골프 ‒ 퍼시픽  호텔 ‒ 마젤란 리조트 (*로비 컨시어지 데스크에 요청)

마누칸섬 투어 
포함내역: 
수트라하버 리조트<->마누칸섬 왕복 페리
BBQ 런치세트
* 선착장 옆 씨퀘스트에서 최소 �일 전 예약 필수
* 불포함내역: 해양 국립공원 입장료

마리나 클럽: 액티비티 시설 이용 및 장비 렌탈
볼        링  : ��:�� - ��:�� (�일 �회, 볼링화 & 음료포함)
테  니  스 : ��:�� - ��:��
배드민턴 : ��:�� - ��:�� (공은 별도구매)
스   쿼 시 : ��:�� - ��:��
피트니스 : ��:�� - ��:��
영  화  관 : ��:�� & ��:�� (금,토,일 만 운영)

특별할인

%
리조트 내 레스토랑 : 식음료 ��% 할인 (알콜류 제외)
만다라 & 차바나 스파 : 트리트먼트 ��% 할인
수트라하버 골프&컨트리 클럽 : 골프 정규홀 할인
푸트리 수트라 요트 (PUTERI SUTERA YACHT) : ��% 할인
씨퀘스트 (SEA QUEST) : 마누칸섬 해양 스포츠 및 장비 ��% 할인

주의사항

! 리조트 시설, 서비스 예약 및 할인 이용 시 먼저 골드카드 고객임을 알리고 카드를 제시해 주세요. 
골드카드 혜택 및 운영시간 등은 현지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인 양도, 재발급, 환불 불가하며 분실 시에는 동일 요금으로 재구매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