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휴일을 적극 추천하는 이유
가까운
위치

길에서 장시간 보내기 싫다!
서울 어느 지역에서든 90분 이내 도착 완료

이용금액
행복한 휴일은 비수기/성수기 금액이 동일합니다.
성수기, 더 이상 비싼 금액으로 예약하지 마세요!
객실

편안한
여행

이것저것 준비할 필요 없이
가볍게 훌쩍 떠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

한적한
장소

시끄러운 건 딱 질색!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이 필요할 때~

식사

(선셋가든 디너 + 조식뷔페)

원룸형 (2인 ~ 3인)

80,000원

투룸형 (4인 ~ 5인)

100,000원

성인

38,000원

어린이
(만4세 ~ 만12세)

22,000원

* 어린이의 경우 성인 기준 음식량의 50% 제공

패키지 금액
낭만적
분위기

쾌적한
환경

즐거운
식사

아름다운 선셋가든과 6억 평의 바다와 섬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이용한 고객 100% 모두 만족해 하는
청결한 객실과 시설

음식 맛은 기본!
기분까지 좋아지는 품격높은 웰빙식사

행복한 휴일 패키지는 가족, 지인 등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성인 2인

원룸1 +
식사 2인

인 78,000원

성인 3인

원룸1 +
식사 3인

인 64,667원

194,000원

성인 4인

투룸1 +
식사 4인

인 63,000원

252,000원

성인 2인 +
어린이 2인

투룸1 +
식사 4인

인 55,000원

220,000원

바다의 낭만과

문의전화 : 1800-706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05-33 행복한 휴일 (대부도 엑스퍼트연수원)

www.happyholiday.co.kr

갯벌 체험, 조개 캐기,
포도 따기, 감자 캐기,
승마체험, 사륜오토바이 등

미니축구장/족구장, 테니스장
당구장, 영화관람실,
레크레이션홀 등

진정한 휴식의 품격을
만끽하세요.

맛있는 먹거리, 즐거운 볼거리, 편안한 잠자리를
토탈-서비스하는 웰빙·힐링 컨셉의
주말/휴일 브랜드 입니다.

실외/실내 다양한 부대시설

자연 속의 다양한 부대시설
사전 예약 시 1시간 무료 이용 가능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대부도에서

* 행복한 휴일은

가족, 지인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실 수 있도록 체험 안내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살아있는 자연에서 배우는
생생 체험 학습의 기회

행복한
휴일

156,000원

행복한 휴일만의 특별한 혜택

농촌/어촌 체험 프로그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 복 한
1 박
2 일

오션뷰 객실

선셋가든 디너

조식 뷔페

탁 트인 객실 전망에서
서해바다와 소나무 숲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휴식처

노을지는 서해바다 전경의 선셋가든에서
BBQ 전문 셰프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즉석 그릴요리와 뷔페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만점의 아침식사

원룸형 객실 (2~3인용)
투룸형 객실 (4~5인용)

Main

메뉴

B.B.Q (250g) or 활어회 (150g) 중 선택

쌀밥, 배추김치, 황태해장국, 소시지볶음, 야채스프,
잡곡빵, 딸기잼, 우유, 시리얼, 계란 후라이, 샐러드,
숭늉, 계절과일

구비물품

Side dish

침대, TV(300채널), 무료 Wi-Fi, 테라스, 일체형 책걸상,
수건(인당2EA), 비누, 샴푸, 린스, 바디샴푸,
헤어 드라이기, 냉장고, 물통, 물컵

해물볶음, 주먹밥, 쌀밥, 미소된장국, 배추김치, 파무침,
호박죽, 감자샐러드, 야채샐러드, 각종 쌈, 계절과일

※ 상기 메뉴는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