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즈번에서 가장 가까운
열기구 투어
브리즈번 시티로부터 30분 거리!

플로팅 이미지스
열기구 비행
전화번호: 07 3294 8770
사이트: www.floatingimages.com.au

2016, 2017 & 2018

남동쪽 퀸즐랜드를 한시간동안 비행해보세요
브리즈번에서 제일 가까운 열기구 회사에서 진행하는 열기구 비행
이제 신나게 즐겨볼까요?
• 열기구 투어는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하세요
•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보세요
• 모임에서 상품으로 선물하세요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
•
•
•
•
•

열기구 비행
기프트바우처 – 유효기간: 12개월
풍선싸움, 숙소&저녁
단체 & 지역
기업 혹은 법인 / 팀 빌딩
결혼 / 각종 축하파티

플로팅 이미지스
열기구 비행
•
•
•
•
•
•
•
•
•
•
•

브리즈번 시티로부터 서쪽으로 30분
소중한 열기구 체험 제공
오너/수석 조종사와 함께 비행합니다
Scenic Rim & Somerset 지역, 서쪽 브리즈번 지역을
넘어 떠다니는 열기구의 마법과 모험을 경험해 보세요
약 한시간 동안의 열기구 비행
열기구 공기 주입 및 배출 도와주기
열기구 탑승하는 곳은 차로 3-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비행 후에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아침식사
개인이 원하는 색상의 열기구 수료증 제공
비행 중 사진CD 구매 가능 (옵션)
투어 시간은 4시간 정도입니다

안전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조종사와 직원들
열기구 비행은 작은 호주 가족사업 입니다. Graeme 과 Ruth Day, 두명의
에너지 넘치는 퀸즐랜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친절하고, 특별한 열기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그들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할 것입니다. Graeme은 프랑스에서 열기구 비행을 배웠고 몽블랑산과
알프스 등 3개대륙을 비행하고 2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언론사는 Graeme을 “항상 미소를 띄고 있는 모험적인 삶을 사랑하는 호주인”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이자 유일한 Ipswich, Somerset&Scenic
Rim의 서쪽지역에서 16년동안 운영하고 있는 열기구 비행 업체입니다. Graeme
은 그 지역의 날씨, 지리,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 온라인예약 언제든지 가능
07 3294 8770 | www.floatingimages.com.au

플로팅 이미지스 열기구 프로그램
1시간의 비행시간
열기구 투어와 아침식사
(픽업 불포함)
전화문의 또는 저희 웹사에트 또는 호텔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확인 요망

브리즈번 시티 왕복 픽업과
열기구 투어 그리고 아침식사
전화문의 또는 저희 웹사에트 또는 호텔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확인 요망

열기구 비행 체험 시간이 이동
시간보다 더 길답니다

시 외 풍경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숨막히는 경험

중한
소
생
평

추억

기프트 바우처
선물하기 딱 좋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세요.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바우처는 12개월동안 유효합니다. 기념일, 생일,
약혼, 결혼, 어버이날, 발렌타인, 졸업선물, 동기부여 및 감사선물 등의
특별한 날에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찾는 방법 – 쉽습니다!
브리즈번에서 운전가능 혹은 트랜스퍼 이용
우리는 브리즈번에서 제일 가까운 열기구비행회사입니다 브리즈번시티에서 서쪽으로 30분거리, 다른 회사들보다 절반이나
가깝습니다.
웹사이트에서 Self Drive를 따라오세요
www.floatingimages.com.au
브리즈번 시티 내 호텔에서 트랜스퍼 이용 가능합니다.

퀸즐랜드
호주

선샤인코스트

운전시간:
브리즈번 시티로부터
서쪽으로 30분

에스크
브리즈번

투움바
개톤

레이들리

만나는 장소는 the Metro Hotel Ipswich International’s foyer,
43 South Street, Ipswich 입니다. 무료주차가능 아니면 하룻밤
묵으면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입스위치와 그 주변지역을 관광해보세요.

부나
골드코스트

열기구 투어
비행은 일출 45분 전에 시작입니다.
열기구 비행은 다음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선택적으로 열기구의 공기 주입 및 배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약 1시간 동안 비행합니다
• 레스토랑에서의 아침식사가 제공 됩니다
• 열기구 비행 수료증을 드립니다
• 비행체험을 위한 교통수단, 보험, GST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비행사진을 CD에 담아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열기구 투어는 4시간동안 진행됩니다.
열기구 투어는 일년 내내 진행됩니다.

준비물과 복장조건
• 계절에 맞춘 편안한 옷, 모자, 튼튼한 신발. 샌들 등의 발이 보이는
신발이나 하이힐은 제한 됩니다.
• 아름다운 경험을 찍기 위한 사진기를 가져오세요. 배터리를 충전해
오는 것을 잊지마세요.
• 열기구 비행 사진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하세요.

열기구 비행, 기프트바우처, 숙소 패키지, 그룹투어
및 더 많은 정보는 지금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결제를 해주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결제방법: 신용카드, 현금, 은행송금,
수표.

안전 / 거래약관
고객님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날로 예약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변경, 취소, 기프트바우처, 패키지, 환불, “노쇼정책” 과 관련한
거래약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loating Images

주의: 예약일에 무단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사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몸무게는
열기구비행시에 중요합니다. 예약시에 실제 몸무게를 알려주세요. 추가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임산부나 6살미만의아동은 탑승이 제한됩니다.

Pty Ltd

Hot Air Balloon Flights

Ph: 07 3294 8770
Email: bookings@floatingimage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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