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아웃백
위를 조용히
떠다니는, 숨막힐
듯한 벅찬 감동을
경험해보세요.

호주 북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장엄한 열기구 모험

문의 또는
예약 연락처

전화번호: +61 (8) 8952 8723 or 1800 809 790
이메일: www.outbackballooning.com.au

홈페이지: sales@outbackballooning.com.au

Please note: Images are only representative of our desert landscape and the flight path is determined by the weather on the day. We do not fly over the MacDonnell Ranges.

가족단위
할인에 관해서는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개인 렌탈에
관해서는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30분 비행
60분 비행
벌룬 체이스#

성인 A$305

유아 A$250

성인 A$395

유아 A$322

성인 A$50

유아 A$40

열기구 이용
상품권 구매도
가능합니다

요금에는 앨리스스프링스 내의 모든 숙소에서의* 픽업 및 리턴 서비스, 스파클링 와인과 과일주스를 포함한 간식,
의무보험(호주 CASA(항공안전본부)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료는 A$30 입니다. (투어가 끝난 뒤)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항 또는 다른 투어 장소로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즉시 구매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구입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관련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 픽업시간은 일출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투어의 전체 소요시간은 최대 4시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친구가 즐기는 열기구 비행을 지상에서 보고 싶다면, 열기구가 도착하는 지점에서 일행을 만나서 함께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명의 성인이 열기구 비행을 신청한 경우에만 예약이
가능하며, 보호자 동반 없이 아이들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정된 공간이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다른

지방과 도심을 벗어난 외곽 지역의 숙소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예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
 행운영에 관한 여러 요인들이 매일 다양하게 변합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에 있거나 또는 떠오르고 있을 때, 탑승객들은 지상에 있거나 또는 열기구 안에 탑승중 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매우 환상적인 여명을 볼 수 있습니다. 60분 비행의 비행시간은 두 파트로 나뉠 수 있는데, 중간에 짧은 시간의 전환작업을 통해 비행이 연속하여 계속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오지이므로 먼지가 많습니다. 야외활동복과 (흰색은
피해주세요), 긴 바지를 입고, 모자 또는 (앞 부분에만
챙이 달린) 캡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굽이 없는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열기구 안은 지상보다 더
춥지는 않지만 일출 전에는 추울 수 있습니다. 특히, 5
월부터 9월까지는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열기구 이륙장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길게 늘어지는 장신구와 스카프 등 느슨하고, 헐렁거리는
의류 및 물건은 절대로 착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약 및 지불을 마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반드시 챙기십시오. 물론, 엄청난 순간을 담을
카메라도 잊지 마세요.

탑승에 필요한 일반적인 신체조건

열기구 모험을 즐기는데 특별히 정해진
신체적 조건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발구멍을 사용하여 (약 1.2m 높이의) 바구니에 올라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비행 중에는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행이 끝나고 원하는 경우, 풍선을 접고,
들어올리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만6~16세의 유아는 반드시 성인이 동반해야 합니다. 만3~5세의 소아는 탑승을 권하지 않지만, 개인차에 따라 탑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발 24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예약 당일 아침 픽업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또는 미리 지불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열기구 탑승은 어드벤처 활동과 관련된 항공체험으로, 위험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탑승객들은 민간항공 규정 및 법률에 따라 조종사 및
지상 담당자의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비행조건에 관해서는 조종사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임신, 장애 그리고/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탑승에 제약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이용약관 원문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또는
예약 연락처

전화번호：+61 (8) 8952 8723 or 1800 809 790
이메일：www.outbackballooning.com.au
홈페이지：sales@outbackballooning.com.au

유효기간:
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AOC No: CASA.TAAOC.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