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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트라하버 리조트 골드카드의 다양한 혜택

리조트 내 아침, 점심, 저녁식사 무료

퍼시픽수트라 호텔
마젤란수트라 리조트

식사

카페볼레

골드카드 이용기간 내 리조트 뷔페식 또는 세트메뉴 제공

마리나& 골프클럽

소프트 드링크 1잔 포함

마누칸섬

2F

12:00 - 14:30 (뷔페)
18:30 - 22:00 (뷔페)

실크가든

1F

주중 11:30 - 14:30 (딤섬세트)
18:30 - 22:30 (세트)

마누칸섬

알프레스코

12:00 - 14:30 (세트)

11:00 - 14:30 (세트/일요일제외*)
18:30 - 22:00 (세트)

1F

주말 11:00 – 15:00 (딤섬세트)
18:30 - 22:30 (세트)

파이브세일즈

1F

18:30 - 22:00 (뷔페)

마리나 센터
키디스 클럽 내 키즈 런치

1F

더테라스
11:30 - 14:30 (세트)

1F

페르디난드
18:00 - 23:00 (세트)
* 사전 예약필수
* 정해진 복장 준수 (정장)
* 페르디난드 1인당 $15 추가
(성인, 어린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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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 레인지 무료
-1인 1회 50볼 무료 (골프클럽 제공)
(1일 기준, 사전예약 필수 | 06:00 - 22:00)
- 골프 정규홀 그린피 특별할인 (1인 기준)
- 주간 18홀 : $60

골프

- 주간 27홀 : $95 (주말, 공휴일 제외)
* 야간 써챠지 (화,금,토만 가능 /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9홀 : $10 / 18홀 : $20

키즈클럽 무료입장(만3-12세)
- 키디스 클럽 (마리나 클럽 2층)
이용 시간 09:00 - 21:00 | 주말은 08:00 오픈
- 리틀 마젤란 (마젤란 1층 / 클럽 라운지 옆)

키즈클럽

이용시간 09:00 - 22:00

마누칸섬 투어 무료
툰구 압둘라만 해양공원으로 수트라하버 리조트 마리나 센터 선착장에서 15분 거리
호핑투어 포함내역: 런치 세트 1회, 왕복 페리 (RM60 상당)
•불포함 사항: 해양 국립공원 입장료(성인RM20/아동RM15), 구명 조끼, 스노클링 등의 장비대여

마누칸섬

• 주의 사항 : 마누칸 섬 투어 진행시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필수(리셉션 및 씨퀘스트)

여유로운 레이트 체크아웃
마지막 날, 체크아웃 시간연장 (18시 까지)
* 객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레이트 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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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셔틀 버스
리조트 내, 리조트 ↔ 시내 간 왕복 셔틀버스 무료
* 오전 10시/ 오후 2, 4, 8시 출발

셔틀버스

마리나 클럽: 스포츠 액티비티 무료 이용 및 장비 렌탈 포함
-볼
-테

리조트 액티비티

링 : 10:00 - 23:00 (1일 1회 무료, 볼링화 & 음료 1잔 포함)
니

스 : 07:00 - 22:00

- 배 드 민 턴 : 07:00 - 22:00 (공은 별도 구매)
-스

쿼

시 : 07:00 - 22:00

- 피트니스센터 : 06:00 - 22:00
-영

화

관 : 금, 토, 일 14:00

다양한 할인 서비스
- 리조트 내의 모든 레스토랑에서 식음료 10% 할인 (알콜류, 담배 제외)

- 북보르네오 증기기차 (North Borneo Railway) 10% 할인

특별 할인

- 만다라 스파 (Mandara Spa), 차바나 스파 (Chavana Spa) 스파 트리트먼트 10% 할인
- 씨퀘스트 (Sea Quest) 에서 해양 스포츠 및 장비 10% 할인
- 푸트리 수트라 요트 (Puteri Sutera Yacht) 15% 할인
- 헤어 & 네일 샵 10% 할인 (리조트 내 헤어& 네일샵 이용)

SUTERA HARBOUR RESORT
7th FL. Jungan B/D, 95, Seosomun-ro, Jung-gu, Seoul (04516)
Tel: 82-2-752-6262 Fax: 82-2-756-6262 Email: marketing@suteraharbour.co.kr Website: www.suteraharbour.co.kr

올인클루시브 '골드카드’

수트라하버 리조트 골드카드의 다양한 혜택

요금

요금

기 준: 1일 1인 (최소 2일 이상 연속 사용 조건)
성 인: $90
어린이 요금 특가 적용: 만 5세 이상 – 만 12세 이하 $60 / 만 5세 미만 $0

구매처
수트라하버 리조트 국내 공식 예약센터나 여행사에서 객실 예약 시 구매 가능
*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Ex.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를 통하여

구매처

객실 예약 시 골드카드 구매 불가
* 국내 여행사 호텔 예약시, 골드카드 구매 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

주의사항
* 이용 시 골드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특별할인혜택은 현장 결제 시에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혜택 및 운영시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재발급 및 타인 양도 불가이며 재구매시 동일 요금 적용됩니다.
* 골드카드 유사 카드를 불법 사용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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