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RMS AND CONDITIONS | Freme Travel will make every effort to operate all tours as advertised but we reserve the right to amend, vary, re-route or cancel when in its best judgment, road conditions, weather, 
boating schedules or other circumstances deem it to be necessary. Freme Travel may suspend any of our tour if its ability to perform is affected by storms, fires, explosions, embargoes, government directives or any 
law or regulation or labour dispute, acts of god such as flood, terrorism, or any other cause is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Freme Travel have no liability for any loss, damage, delay, inconvenience or direct or 
consequential loss. Howsoever caused or whensoever caused, unless due to our employee’s negligence in which case our liability is limited (except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to a maximum of refund of the cost of 
the tour. Freme Travel is not liable for the sickness or injury of any tour participant.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you are medically capable of completing the tour. You are not entitled to any refund for any 
part of the tour that you miss due to sickness. Illness or injury or due to other circumstances outside the control of Freme Travel. 

 

 
 

B22 현지 가정 요리 
투어 코드: B22 |투어 기간: 4 시간|최소출발인원: 2 명|출발: 매일 0900 

 
 

투어 내용: 

투어는 현지 브루나이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가동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 야채 및 요리 재료를 

만나는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 도시를 건너 부두로 조금만 가면 수상 택시로 현지 가정에 방문해  

전형적인 가정 요리 브루나이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인사하고 Ambuyat 라고 알려진 

전통 요리를 준비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브루나이인 가족과 함께 전통적인 브루나이 점심 식사를 

경험하십시오. 점심 식사 후,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가게 됩니다 . 

 

시간       일정 
 

0900 호텔 출발 

0915 가동 시장 

0945 반다르 제티이등 

1000 수상 택시로 현지 집 이동 

1230 현지집 도착. 점심 식사 요리 준비 

1330 반다르 제티이동. 

 
포함: 

영어/말레이시아 어 가이드 (한국어가이드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모든 교통. 1 인당 1 미네랄 생수제공). 

 

노트: 

공휴일과 현지 기도시간인 금요일오전 12 시부터 오후 2 시까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