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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아일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편리한 교통 /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최고 휴양지 / 연중 지속되는 열대 기후 / 다
위치 및 교통

Cruise Whitsundays
크루즈 휘트선데이

해밀턴 아일랜드는 호주 퀸즐랜드 연안과 인접해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74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휘트선데이 제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해밀턴 아일랜드는 세로로
약 4.5km, 가로로 약 3km 크기의 해밀턴 아일랜드는
브리즈번에서 북쪽으로 약 887km, 케언즈에서
남쪽으로 약 512km 떨어져있습니다. (항공편 이용)

Heart Reef
하트 리프

Cairns
케언즈
Townesville
타운즈빌

Great Barrier Reef
大堡礁

Brisbane
브리즈번

교통편

북반구에서는 호놀룰루, 남반구에서는
모리셔스와 동일한 위도에 위치한
해밀턴아일랜드는 일 년 내내 평균 기온이 27°C
정도 되는 열대 기후입니다.

공항 픽업
해밀턴아일랜드 공항 또는 마리나와 호텔 간
무료 왕복 픽업 서비스 제공 모든 항공 및 페리
서비스 시간에 맞추는 픽업 서비스.

31°C / 87°F
30°C / 86°F
29°C / 84°F
27°C / 80°F
24°C / 75°F
22°C / 7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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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C / 7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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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 / 84°F
30°C / 86°F

Airlie Beach
에얼리 비치
Port of Airlie
에얼리 항

Whitsunday Island

휘트선데이 아일랜드

Whitehaven Beach 화이트해븐 비치

HAMILTON ISLAND
해밀턴 아일랜드

Melbourne
멜버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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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Airlie Beach
에얼리 비치

Sydney
시드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민간 공항을 갖춘 유일한
섬으로, 매일 운항하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케언즈 등 호주 각 주요 도시에서 해밀턴 아일랜드로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공항 코드 : HTI). 또한
호주 본토의 에얼리 항(Port of Airlie)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GREAT BARRIER REEF

Mackay
매카이

AUSTRALIA

Reefworld
리프월드

무료로 제공되는 아일랜드 셔틀 서비스
해밀턴아일랜드의 대부분 명소는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이지만 섬은 무료이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셔틀'
서비스를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합니다.

골프 카트
섬에서 차량 외에 골프 카트를 주요 교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 카트는 한
시간, 반일 또는 전일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고
홀리데이 홈, 요트 클럽 빌라 및 퀄리아
손님에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참고: 골프 카트의 최대 수용 인원은 4명이고
(2인승 골프 카트는 2명) 정식 운전 면허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안내 데스크 전폭적 지원
/ 아시아 안내 데스크 지원
/ 한국어 브로셔
/ 객실, 호텔 로비, 마리나 및 해밀턴아일랜드 전역의 기타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WIFI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하트리프

보트로 약 1시간 반 또는 비행기로 30분

헬리콥터 또는 수상기로 약 30분

화이트헤븐 비치

아일랜드 프린징 리프

보트로 약 30분

보트로 약 50분

다양한 레저 활동 / 훌륭한 음식과 와인 / 다양한 숙박 시설 / 독특한 문화와 행사
요리와 와인
레스토랑과 카페
해밀턴아일랜드에는 여러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고급 요리 같은 피자와 여유로운
점심식사, 테이크아웃 아울렛에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바에 이르기까지 해밀턴
아일랜드에서 준비한 모든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보미 – 수준 높은 요리와 와인을 제공하며 해밀턴아일랜드 요트 클럽에 위치
코카추 – 우아한 스타일과 과감한 맛이 어우러진 모던식 동남아 레스토랑
마리너스 – 아름다운 마리나 경관을 감상하며 즐기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
로마노 – 만타 레이 – 바닷가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지중해 스타일 점심 및 저녁 식사
제공
클럽하우스 – 해밀턴아일랜드 골프 클럽에서의 가벼운 식사 및 점심 식사
만타 레이 – 해안가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지중해 스타일 요리
마리나 카페 – 마리나에서 제공하는 건강식 스낵과 향이 훌륭한 커피 제공
원 트리 힐 – 패시지 피크에서 즐기는 가벼운 스낵과 음료
마리나 타번 – 격식 없이 편안하게 즐기는 펍 스타일 다이닝
풀 테라스 – 리프 뷰 호텔 수영장을 내려다보는 전망과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만찬
세일즈 스테이크 앤 시푸드 그릴 – 돌핀 풀과 캣츠아이 비치가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
해밀턴아일랜드 야생동물원 – 아침식사와 간단한 스낵 구입이 가능하며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내에 위치
데니슨 스타 디너 크루즈 – 휘트선데이 바다를 여행하며 즐기는 석양 디너 크루즈
테이크어웨이 식당
만타 레이 카페 / 파파이스 피쉬 앤 칩스 / 아이스크림 팔로어 / 마리나 카페 / 밥스 베이커리
코알라와 함께 하는 아침식사
해밀턴 아일랜드의 야생 보호 구역 속에서 코알라와 함께 즐기는 특별한 아침식사

어린이 무료 투숙 및 식사
해밀턴아일랜드의 원하는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맘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를 데리고
휴가를 떠나 보십시오. 지정 호텔에서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부모와 같은 방을 사용하고 침대를
추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동에게 추가 비용을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12세까지는 오후
7시 30분까지 지정된 레스토랑에서 부모와 함께 식사할 경우 어린이 메뉴를 선택해 무료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로는 리프 뷰 호텔, 팜 방갈로, 그리고 해밀턴아일랜드 홀리데이 홈즈에서 예약할
수 있는 홀리데이 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으로는 코카추, 만타 레이, 풀 테라스,
세일즈 스테이크 앤 씨푸드 그릴, 해밀턴아일랜드 야생동물원 카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 옵션
qualia 퀄리아 – 프리미엄 럭셔리
해밀턴아일랜드 최-북단에 한가롭게 위치한 퀄리아는 호주가 낳은 독특한 럭셔리 리조트입니다. 섬세한 설비를 갖춘 60개의 파빌리온, 보기 드문
자연미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리조트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최고의 휴양을 만끽하십시오. 객실 투숙객들을 위한 전용 시설에는 개인 비치, 끝없이펼쳐진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두 개의 수영장과 레스토랑 두 곳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고급 마사지와 스파 서비스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경험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리와드 파빌리온 대형 일광욕 베란다가 구비된 스튜디오 스타일
윈드와드 파빌리온 개별 다이빙 수영장이 딸린 1 베드룸
비치 하우스 개인 랩풀 및 개별 손님 파빌리온을 갖춘 베드룸 1개

객실 구성 킹 사이즈 베드 1개 또는 요청 시 트윈 베드, 최대 수용 인원 2인
객실 구성 킹 사이즈 베드 1개 또는 요청 시 트윈 베드, 최대 수용 인원 2인
객실 구성 킹 사이즈 베드 2개 또는 요청 시 트윈 베드, 최대 수용 인원 4인
참고: 16세 미만 손님은 퀄리아 입장 불가

Beach Club 비치 클럽 – 부티크
해변에 위치한 최근 새단장한 비치 클럽에서 로맨틱한 최고의 휴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전경과 열대 정원을 자랑하는 비치 클럽은 57개의
모든 객실마다 안뜰과 발코니가 있으며 캣츠아이 비치가 눈앞에 펼쳐지는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비치 클럽 객실 분위기 있는 해변가 숙박 시설

객실 구성 킹 사이즈 베드 1개 또는 요청 시 트윈 베드, 최대 수용 인원 2인
참고: 18세 미만 손님은 비치 클럽 입장 불가

Reef View Hotel 리프 뷰 호텔 – 넓은 호텔 라이프
아름다운 열대 정원과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산호 바다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개인 발코니를 갖춘 넓은 객실이 특징입니다 제일 위층에는 18개의
다양한 럭셔리 스위트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객실은 코랄 씨를 마주보고 있고 야외에도 가구가 구비되어 있어 놓칠 수 없는 장관인 일출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리프 뷰 호텔의 추가 설비에는 레스토랑, 바 및 투어 데스크가 있습니다.
가든 뷰 객실 (1층 ~ 4층)
코랄 씨 뷰 (5층 ~ 18층)
리프 패밀리 객실
리프 스위트 (19층)

객실 구성 퀸 사이즈 베드 2개, 최대 수용 인원 4인
객실 구성 킹 사이즈 베드 1개 또는 퀸 사이즈 베드 2개, 최대 수용 인원 4인
객실 구성 메인 객실 - 퀸 사이즈 베드 2개, 연결된 주니어 객실 - 싱글 사이즈 베드 2개, 최대 수용 인원 6 명
(성인 2명, 12세 미만 아동 4명)
객실 구성 킹 사이즈 베드 1개 또는 퀸 사이즈 베드 2개 및 더블 소파 베드 1개, 최대 수용 인원 4인
(1 베드룸과 2 베드룸 테라스 스위트그리고 프레지덴셜 스위트도 이용 가능)

숙박 시설 옵션
Palm Bungalows 팜 방갈로 – 아일랜드 스타일 방갈로
49개의 아일랜드 방갈로가 자유롭게 배치된 팜 방갈로는 열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객실마다 발코니와 다양한 야외 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객실이 널찍하며 커플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적당한 가격대의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는 팜 방갈로는 간단하면서도 자연
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함과 더불어 전자레인지, 인덕션, 바 냉장고 및 요리 기구/식기 등을 종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방
이 있어 편안하면서도 밝고 상쾌한 느낌을 자랑합니다.
객실 구성 킹 사이즈 베드 1개 및 싱글 다이븐 베드 2개, 최대 수용 인원 성인 3명 또는 성인 2명과 12세 미만 어린이 2명

Yacht Club Villas 요트 클럽 비랄 – 프리미엄 셀프 케이터링
해밀턴아일랜드 요트 클럽에 인접한 호화로운 워터프론트 요트 클럽 빌라에서는 덴트 패시지로 펼쳐지는 숨막히는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는 유명한 건축가인 월터 바르다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공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곳으로 4개의 침실을 갖춘 빌라가 3~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8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요트 클럽 빌라 집을 떠나 또 다른 집에서 즐기는 럭셔리

객실 구성 킹 사이즈 베드 1개, 퀸 사이즈 베드 2개 및 킹 사이즈 침대 구분, 최대 수용 인원, 8인

Hamilton Island Holiday Homes 홀리데이 홈 – 셀프 케이터링
해밀턴 아일랜드에서는 1~5개의 침실로 구성된 시설에서 최대 12명까지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콘도식의 직접 취사 가능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배치, 외관 및 주변 경관은 건물 규모와 위치에 따라 각각 다양하고 완벽한 시설을 갖춘 부엌과 세탁소,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는 정원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시설
해밀턴아일랜드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
독특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위치 및 다양한 숙박 시설과 더불어 해밀턴 아일랜드는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즈니스 이벤트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최소 1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해밀턴 아일랜드에서 다음과 같이 고객이 예정하고 있는 컨퍼런스, 제품 출시 행사, 전시회,
인센티브 등의 행사에 안성맞춤입니다..
/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적에 맞는 회의 장소와 시설 등의 모든 것을 당신의 대표자가 섬을 자유롭게
탐험하는 동안에도 항상 가까이서 확인해줄 것입니다.
/ 특별한 배경을 뒤로 한 개인 섬, 모래 해변, 풀사이드 천막, 공항 격납고, 부두 및 잔디는 당신에게 영감을 일으킬 것을 보장합니다..
/ 감동이 있는 팀 빌딩 및 그룹 활동 선택 사항이 무궁 무진하여, 야외에서 섬과 주변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화이트해븐 비치 등의 자연환경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qualia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케언즈 등으로부터 직항 노선으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해밀턴 아일랜드 공항에서 숙소까지 무료 환승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담당 이벤트 코디네이터는 당신의 그룹이 이런 요소들을 결합하고 프로그램들을 짜는 것에 도움을 주어 행사의 성공을 보장해드립니다. 또한 단체 예약
코디네이터가 당신의 숙소 예약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멋진 행사를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시그니처 팩터 만찬 및 칵테일 파티 패키지 불꽃 놀이, 밴드 공연단 및 기술진 등 거의 모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Holiday
Homes
Hamilton
Island
Golf Club
Palm
Bungalows
Hamilton 5
Island
Yacht Club
& Villas

1

차트 룸

2

컨퍼런스 센터

3

엔데버 룸

4

아웃리거 센터

5

요트 클럽

4

Beach Club
3

Marina

1
2

Reef View Hotel

Whitsunday
Holiday
Apartments

Great Barrier Reef Airport

다양한 기존 시설과 함께 멋진 야외 행사를 펼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우천 시 추가 비용 없이 실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컨퍼런스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전담하기 때문에 해밀턴아일랜드는 컨퍼런스를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레저 활동
해밀턴아일랜드에는 개인적인 관심과 역량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60개 이상의 레저 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나 화이트헤븐
비치로 떠나는 크루즈, 휘트선데이 제도에서 즐기는 유람선, 호주 최고의 코스에서 즐기는 골프, 스파와 다양한 수영장에서 즐기는 휴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km의 산책로를 따라 관광하거나 비모터 수상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일부 무료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상 해밀턴아일랜드 골프 클럽 – 18홀 챔피언 코스 / 부시워킹 – 20km에 달하는 산책로 / 해밀턴아일랜드 야생동물원 / 원 쓰리 힐에서의 일몰 칵테일
/ 고카트 / 골프 드라이빙레인지 / 미니 골프 / 게임 아케이드 / 타겟형 스포츠 / 스파 우물데이린(wumurdaylin) 주간 스파 / 스포츠 클럽 및 피트니스 센터
/ 테니스 / 오프로드 어드벤처 투어 / 아일랜드 볼링 – 케겔 9핀 볼링 / 5개 언어의 음성 관광 안내 / 상점 클라운피쉬 클럽 유아 클럽 / 유아 놀이터 – 점핑
캐슬, 페이스 페인팅, 미술과 공예 등(매주 일요일마다 운영하며, 호주 스쿨 홀리데이 기간에는 더욱 자주 운영됩니다.)
공중 휘트선데이, 화이트헤븐 비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하트리프 상공에서 헬리콥터, 고정익 항공기, 수상 비행기 이용 가능 / 파라세일링
수상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전일 여행 / 화이트헤븐 비치 전일 및 반일 여행 / 세일링 - 베어 보트 및 차터 보트 / 휘트선데이 아일랜드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다이브 및 스노클 투어 / 트와일라잇 및 디너 크루즈 / 고속 제트 보트 타기 / 씨 카야킹 / 게임 피싱 / 소형 보트 대여 / 제트스키 투어 / 고래 구경
(7월 ~ 9월) / 다양한 섬 수영장 / 스쿠버다이빙 / 웨이크보드 및 수상-스키 / 카타마란 / 윈드서핑 / 패들 스키 / 스노클링 / 스탠드업 패들 보드

휘트센데이 크루즈의 리프월드 전일 크루즈 여행
다양한 수중 및 야외 레저 활동을 즐기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경험하십시오.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스노클링 경로를
탐험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와 함께하는 스노클링
투어를 체험하십시오. 물에 젖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반 잠수정 안에서 산호초를 보거나 수중 전망대에서 해양
생물을 흥미롭게 바라보십시오.

리프 월드

Reefworld
Bait Reef

해밀턴아일랜드 에어 크루즈 및 비행
비행기와 크루즈 복합 관광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 있는 구조물인 리프월드를 상공과 바다에서
경험하십시오. 헬리콥터를 타고 리프월드까지 가는
길에 화이트헤븐 비치, 힐 인렛, 하트 리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는 관광이 투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5min
대략30분

30min
30min

화이트헤븐 비치 반일 크루즈 여행
아름답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만과 섬 그리고 해변을
찾아가서 휘트선데이 아일랜드 국립 공원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십시오. 가이드와 함께 하는
이 투어는 몇 시간 동안 물 속에 흠뻑 빠져서 놀 수 있는
아름다운 화이트헤븐 비치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30min
30min

60min
후크 아일랜드

Hook Island

휫선데이 아일랜드

Whitsunday
Island
슈트 하버

Shute Harbour

5min

30min

Whitehaven Beach
화이트헤븐 비치

30min

Hamilton Island
Hamilton Island Golf Club
해밀턴 아일랜드 골프 클럽

해밀턴아일랜드

하트리프

Heart Reef

해밀턴아일랜드 골프 클럽
코스 및 부대시설
18홀, 파 71의 챔피언십 코스, 길이 6,120미터 / 골프 애호가의 다양한 수준에 맞추어 브리티시 오픈 5회 우승자 피터 톰슨이 직접 설계 / 호주에서 유일하게
섬에 위치한 골프 코스로 아름다운 장관이 특징 / 퍼팅과 치핑 그린 및 현지 프로선수를 통한 골프 강습 / 레스토랑, 바, 프로숍이 있는 클럽하우스/ 근처
섬인 덴트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해밀턴아일랜드 만타 레이 카페 옆 마리나에서 보트로 짧은 시간에 이동이 가능 / 그린피에 왕복 보트 및 2인승 골프장
카트 이용 포함.

해밀턴아일랜드 웨딩
완벽한 결혼식 장소
목재 웨딩 채플에서 하는 결혼식, 바닷가에서 맨발로 하는 결혼식 등 해밀턴아일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호주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입니다.
해밀턴아일랜드 결혼식은 매년 수백 번의 결혼식을 구성 및 제공한 경험이 있는 전담 웨딩 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별한 날을 완벽하게 만들고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의 하객이 있는 공식적인 결혼식에서 단 둘이서만 행하는 커플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맡기고 결혼식 당일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올 세인츠 채플의 전통 벨 및 스테인드 글래스인 쿼리아의 명품 리조트, 원 쓰리 힐의 파노라마 장관으로 둘러싸인 캣츠아이 비치의 해안가, 전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백사장이 깔려 있는 화이트헤븐 비치 등 평온한 결혼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hamiltonislandweddings.com을 참조하십시오.

해밀턴아일랜드 앱
해밀턴아일랜드 앱은 해밀턴아일랜드의 볼거리와 놀거리를 꼼꼼히 안내하는
편리한 포켓 가이드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 탑재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 '왓츠 온(what's-on)' 가이드 - 섬 전역에서 행해지는 레저 활동과
엔터테인먼트의 시작 시간, 장소 및 상세한 목록 안내
/ 해밀턴아일랜드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모든 시설, 활동 및 서비스의
상세한 목록, 그리고 예약 방법에 대한 안내 메시지
/ 상세한 지도를 들고 해밀턴아일랜드 구경하기
/ 휴대폰에서 스트리밍 재생되는 셀프 가이드 Audio Tours
/ 엔터테이먼트 매일 스케줄을 포함한 레스토랑과 바의 상세 목록
/ 해밀턴아일랜드에서 운행되는 셔틀 버스와 페리 시간표
/ 해밀턴아일랜드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공항(HTI)에서 운항되는 비행기
도착 및 출발 시간 실시간 정보
/ Google Weather가 제공하는 날씨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팜 밸리
해밀턴아일랜드 공항,
타겟형 스포츠, 고카트,
골프 드라이빙레인지,
오프 로드 어드벤처
투어

공

패시지 피크
20km 산책 코스

해밀턴아일랜드 지도
마리나 빌리지
1
2
3
4
5
6
7
8
9
10

로마노 이탈리아 레스토랑
마리너스 레스토랑
만타 레이
마리나 타번
마리나 카페
밥스 베이커리
파파이스 피쉬 앤 칩스
아이스크림 팔로어
상점
우체국

11
12
13
14

일반 상점
약국
트레이더 피츠
해밀턴아일랜드 요트
클럽과 레스토랑 보미
15 해밀턴아일랜드 골프 클럽
아일랜드 링크 페리
16 요트 클럽 빌라
17 현금 인출기(ATM)

16
6

7

12

4

14

캣츠아이 비치
1
2
3
4
5
6
7
8

비치 클럽
리프 뷰 호텔
풀 테라스 레스토랑
팜 방갈로
부겐빌레아 풀 앤 바
메인 풀과 아일랜드 바
돌핀 풀
세일즈 스테이크 앤 씨푸드
그릴
9 스파 우물데이린
(wumurdaylin)
10 리조트사이드 홀리데이
홈즈

11
12
13
14
15
16
17
18
19

관광 안내 및 상점
컨퍼런스 센터
케겔 9핀 볼링 앨리
크라운피시 클럽
해밀턴아일랜드
야생동물원
비치 스포츠 헛
부겐빌레아 마르퀴
웨스트팩 은행/ATM
코카추

20 골프 카트 대여소

2
12

10

3
17

5

2

해밀턴아일랜드
골프 클럽
18홀
챔피언십 코스
및 클럽하우스

출발 및 도착 장소

공항, 홀리데이 홈 리셉션

해밀턴아일랜드
북부
퀄리아, 디럭스 럭셔리
홀리데이 홈

마리나 빌리지
아래 큰 그림 참조
캣츠아이 비치

원 쓰리 힐

아래 큰 그림 참조

전망대와 카페, 올 세인트
채플, 디럭스, 슈퍼리어,
스탠다드 홀리데이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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