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America
Argentina
호스텔 국제위원회 멤버는 밤을 보낼 수있는 깨끗하고 편안한 침대보다 훨씬 더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당신을 수 있습니다 :

HI 호스텔 가격 아르헨티나의 차, 세계에서 4,000 명 이상의 호스텔. 또한 여행,
활동 및 명소.

주요 수송에 할인!

당신은 세계 어느 호스텔 www.hihostels.com 에서 직접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우선 예약을하고 비회원에 비해 호스팅.

할인 가격 차이 지역 기업

발룻 HNOS. | 수송

장거리 통행에 10 % 할인은
전국 박스 오피스에서 YV HI 를 실행하려면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취득.

NAVIMAG 페리 | 수송

그들의 투어의 15 % 할인.
플로리다 할인 여행 안녕하세요 (835)를 요청.

SUDAMERICS 렌터카 | 수송

렌터카 10 % 할인
Talcahuano 334, 살타. 1043 멘도사, 투쿠. Urquiza 494, 후후.

로스 피 노스 렌터카 | 수송

15 % OFF (드라이버 제외) 렌터카
info@lospinosrentacar.com
부에노스 아이레스 : 에스메랄다 (561), 메 자닌, 33- CABA 지역.
TE : (51-11) 4328-8336 / 0810-333-5677
바릴로체; Quaglia 242 - 센트로 시비 코 - 피렌체 갤러리 - 5 지역
TE : (54 02944) 427-373 / 0810-333-5677

산 후안 마르 델 플라 타 | 수송

장거리 통행에 10 % 할인은
전국 박스 오피스에서 YV HI 를 실행하려면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취득.

광장 | 수송

장거리 통행에 10 % 할인은
당신의 자격 HI 플로리다 (835) PB C. AUT. 조식.로 제공 구입합니다.

CHEVALLIER | 수송

10 %이 회사는 노선 할인
자격 증명 유명을 제시. 코르도바 1114 부에노스 아이레스

DUMASCAT | 수송

장거리 통행에 10 % 할인은
당신의 자격 HI 플로리다 (835) PB C. AUT. 조식.로 제공 구입합니다.

빠른 ARGENTINO 에 | 수송

장거리 항공편의 10 % 할인.
당신의 자격 증명 HI 플로리다 (835) PB C. AUT. 조식. As 를 취득 제공합니다.

PLUSULTRA MERCOBUS | 수송

장거리 통행에 10 % 할인은
당신의 자격 HI 플로리다 (835) PB C. AUT. 조식.로 제공 구입합니다.

바릴로체 스페인어 수업 | 교육 과정, 교육

스페인어 클래스 (그룹 및 / 또는 개인) 10 % 할인
생물 다양성 수학 여행, 인류학, 농업 및 축산 10 % 할인
개척자 3977, 산 카를로스 데 바릴로체
TE : 02944-521427 / 15-696086 info@bslpatagonia.com

보카 드 로보 새로운 | 레스토랑, 바, 제과

피자 펍 7 % 할인, 멕시코 음식, 구운 피자
부에노스 아이레스 883, 코르도바

좋은 피케 | 의류 및 액세서리

장비, 캠핑, 의류, 양궁 낚시의 5 %.
로리 바다 비아 (255), 코르도바

부에노스 아이레스 피트니스 체육관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회원 안녕을위한 30 % 할인 피트니스 장비, 에어로빅 기계, 그룹 피트니스
클래스, 사우나, 탈의실과 자연 햇빛 테라스가 포함 된 무료 패스 .
2 라발 655 PISO
전화. 4328-2328

거품 | 세탁, 드라이 클리닝

10 % 오프, 세척, 건조 접혀 바구니.
Talcahuano 20 -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 11 - 4384 -5487

케이프 피니 | 의류 및 액세서리

캠핑 액세서리 10 % | 의류 및 신발 살로몬 야외에 5 %
에드 (153) -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 11- 4342-7733 facu_simeone@hotmail.com

CLEX 언어 아르헨티나 | 교육 과정, 교육

수퍼 인텐시브 스페인어 코스 20 %
10 % 스페인어 집중 코스의
15 %는 일주일 코스 호감
A. 박람회 1150 의 M 의 3piso (306)
(11) 5278 3411 info@clexidiomas.comwww.clexidiomas.com

CUGGINI 파비오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헤어 살롱, 절단, 스타일, 색상,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에 30 % 할인.
리마 (83) -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 11- 43815477 info@cuggini.com

DORSIA 클럽 | 레스토랑, 바, 제과

- (가용성과 12 월에 대한 4314-0770 / 4550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에 따라 현금,) 메뉴 20 % 할인
오전 1 시부터 오전 4 시까지의 디스코에 무료 입장 알리시아 모로 드 그래서 우린 2092 , 푸에르 Madero. Aut.Buenos 아이레스시

ECELA | 교육 과정, 교육

ECELA - 스페인어 클래스
다음 과정의 채용 :
(주당 20 시간). -classes 그룹
- 개별 (주당 20 시간.)
- 개별 (주 당 10 시간이다.)
Obtenes : 무료 활동이나 여행 2 + 1 그룹 클래스 무료 (4 시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 무료 클래스는주의해야합니다
: 이메일 info@ecela.com
-Buenos 아이레스 : 아야 쿠초 1176, CABA, 아르헨티나 / TE : 54 (11) 4827-9228 및
4824-9380
-Bariloche 을 : PJE 구티에레즈 843 / TE : 54 (2944) 428935
-Mendoza 자본 : 파소 데 로스 안데스 1302 / TE : 54 (261) 423-4250

돈 에밀리오의 헛간 | 의류 및 액세서리

모든 제품에 10 % 할인 (현금)
7 월 9 일 32 492 867 02,902 엘 칼라 파테

TACUARÍ | 문화

10 %의 탱고 학교에 할인 : 클래스, 밀롱가, 탱고, 왈츠, 민속 인수.
밀롱가 10 % 할인 : 토요일 쇼와 시음. 장소는 춤을합니다.
10 % 할인 콘서트 밤에 금요일, 라이브 오케스트라와 가수.
5 % 할인 리허설 및 볼룸

Tacuarí 1557 -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 11- 4300-4343 eltacuari@gmail.com

ENKASTRE | 의류 및 액세서리

의류 10 % 할인
여성과 남성 디자이너 의류
. Gorriti 4809 - 팔레르모 소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AUT 시.
전화 : +54 (11) 4831-1033

된 ESSENTIA - 뷰티 부티크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 회원 HI 의 전기 요법, Ultracavitación, 압력 치료, 온열 및 뷰티 손과
발을 20 % 할인
주문은 4328-1070 로 이동 - 시내.

약국 SEIVARA SRL | 약국, 향수, 광학

5 % 현금 지불 의약품과 향수의 10 %
비용없이 주사를

피 에드 (153) -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 11- 4342-7733 seivara_srl@speedy.com.ar

발자국 퍼레이드 | 여행 및 관광

승마 트레킹 10 % 할인
디아즈 드 라 푸 엔테 2354, 코르도바 TE : 0351- 465- 4934

KETOBAC | 수공예품 및 지역

초콜릿 및 지역 alfajores 10 % 할인
유명. 산 마틴 (175) - 산 라파엘 - 멘도사 02627-422082

라 TRANQUERA | 레스토랑, 바, 제과

밀라노에 10 % 할인 "라 Tranquera"오하 | fugazzeta | 다스 파이
칠레 799 -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 11- 4361-0260

라닌 산 관광 | 여행 및 관광

10 % 래프팅
10 % Cabalgatas
라닌 산 화산은 10 % 올라가서
산악 자전거 - 5 % 트레킹
투어 전통 10 %
10 % 전송
산책 15 % 라켓

유명합니다. 산 마틴 (437), 지역 (3) 산 마르틴 데 로스 안데스
TE : (54) 2972 425 808

(36) 당구 | 레스토랑, 바, 제과

점심과 저녁 식사 지불 현금 15 % 할인
유명. 1265 년 5 월의 -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 11- 4381-5696

MAMUSCHKA | 수공예품 및 지역

10 %
미 트레 198 (바릴로체, 리오 블랙)
후닌 및 Uriburu (CABA) 사이의 비센테 로페즈,
유명. 머틀 271 (빌라 라 앙고 스투 라, 네 우껜)
공항 엘 칼라 파테, 지역 4 (엘 칼라 파테, 산타 크루즈)
전화 : 2944 15558494 martindominguez@mamuschka.com

MASAJEARTE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기본 마사지, Reikiarte, Rostroarte 및 Esteticarte 오프 $ 20
4ºH 1262 자유 4811-8011

새로운 학교 | 교육 과정, 교육

캠퍼스 집중 과정에 INST. 디자인의 새로운 학교 및 통신 10 % 할인.
유명. .. 조식으로의 칼라 오 67 (C1022AAA) 캘리포니아
전화 : (0054-11) 4371-4540 - 이메일 :. info@nuevaescuela.net

패러 글라이딩 TOTI 로페즈 | 여행 및 관광

패러 글라이딩에 대한 경계와 핀토의 강 무료 셔틀
라 꿈 브레 (La Cumbre)를 - 코르도바

지역 불구자 | 수공예품 및 지역

$ '30 구매 $ 30 선물 이상 구입시 10 % 할인
유명. 미 트레 (200) - 산 라파엘 - 멘도사 02627-429395

자전거를 대여 | 여행 및 관광

리오 핀토스 전송에서 10 % 할인 - 자전거에 5 % 할인 이전 게시물
등으로 이동합니다.
Carafa (301) 라 꿈 브레 (La Cumbre)를 - 코르도바를

리츠 카페 | 레스토랑, 바, 제과

. 모든 단품 메뉴 10 % 할인
1109 년 5 월의 유명 -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 11- 4383-9001

세인트 앤드류스 | 레스토랑, 바, 제과

전체 편지에 15 % 할인
. 론도 150 Loc 데이 4 - 코르도바

태양과 와인 | 레스토랑, 바, 제과

와인 한 잔과 예술의 여유 공간을 방문 시음. 제품의 구매에 대한 특별
가격 $ (45, 일반 시민.) 10 % 할인 소믈리에와 함께 시음 와인.

모두 | 레스토랑, 바, 제과

무료 환영 음료
탱고 디너 쇼 10 % 할인. ! 포함 된 모든

예약에 의해 일요일 Floklore 탱고 쇼, 모든 포함 10 % 할인.
플라멩코 쇼 10 % 할인, 예약 필요

항로 안셀모 Aieta 1095 - 부에노스 아이레스
TE (11) 6410 6419 -15 novedades@procesosevolutivos.com .ar

VELAAVENTURA | 여행 및 관광

리오 데 라 플라 타에 의해 항해 여행 20 % 할인
누녜스에서 출발. . 타고 당 최대 사명은
0054- 11- 15 3145-6962 : 승진을 참조하십시오.

와일드 라이프 | 의류 및 액세서리

모든 등산 및 캠핑 제품에 5 %.
Hipolito Yrigoyen 464 분의 1,133 에스메랄다 -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 11- 4361-0260 wildlifesports@hotmail.com

WOKISHOP | 레스토랑, 바, 제과

$ 25 구매 10 % 할인
코르도바 (423), CABA

ZAPI | 레스토랑, 바, 제과

배달하지 음료를 포함하여 현지 통화 또는 현금과 음식 (피자, 파이,
디저트) 20 % 할인.
인디 602 -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 11- 4300-4343 oscar_m_perez@hotmail.com

격언 | 서점

총 구매 5 % 할인
코르도바 5 월 25 일 (75)

알로에 - 스파 화장품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스파 트리트먼트의 현금에 월요일 현금 / 10 % 할인에 스파 트리트먼트
20 % 할인.
1059 년 2 월 3 일 - www.aloe-spa.co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행자 수표 | 일반

귀하의 회원 카드와 0 % 수수료.
Arenales 707 0810-444-2437

APHROS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절단, 스타일, 색상, 교정, 매니큐어, 페디큐어, 얼굴 영구적 10 % 할인
Charcas (47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 휴식 | 레스토랑, 바, 제과

음식, 음료 및 음료 10 % 할인
Guemes 변호사. R. 드 Velazco, 후후이

스페이스 바 볼링 | 레스토랑, 바, 제과

총 소비에 5 % 할인
코르도바 파티오 Olmos,

좋은 피케 | 의류 및 액세서리

낚시 장비, 캠핑, 의류, 양궁의 5 %
로리 바다 비아 (255), 코르도바

엘 콘도르 승마 | 여행 및 관광

라이드 틸 카라 10 % 할인 - 융 가스 (Yungas) 계곡과 푼타 목장 및
기타 혜택
로리 바다 비아 289 틸 카라 - 후후

PIONEROS 승마 | 일반

모든 패키지 10 % 할인. 살타, 멘도사와 파타고니아에 타고 말
Cerrito 146 PISO 6 - 4382-5886

까베르네 | 레스토랑, 바, 제과

(음료 제외) 식사 10 % 할인
1757 JL 보르헤스

역사 통역 센터 칼라 파테 | 일반

입구 + 커피.에 25 % 할인
Avda. 브라운과 G. Bonmelli - 칼라 파테

캘리포니아 버 리 토 | 레스토랑, 바, 제과

로컬에서 음료 10 % 할인
라발 (441)

CAMBALACHE 바래 바 | 레스토랑, 바, 제과

17 에서 19HS 매일 1 맥주 브라흐마 10 % 할인 및 2.
엘 칼라 파테

캄포 자료 여행 및 탐험 | 여행 및 관광

래프팅과 등산 10 % 할인

캄포 자료 여행 및 탐험 | 여행 및 관광

트레킹 10 %
아콩 카과와 세로 Penitentes - 회개 자

캐노피 모험 투어 | 여행 및 관광

여행의 10 %
바릴로체

라마 캐러밴 | 여행 및 관광

라마의 화물선과 도보 + 그림 - 그림과 트레킹 10 % 할인
틸 카라 - - Alverro 변호사 Ambrosetti 후후

CAVIAHUE 투어 | 여행 및 관광

전통 투어 및 관광 생태 관광 활성화 여름과 겨울에 5 % 할인
유명. Bialaus S / N 지역 2 몰 - Caviahue - 네 우껜

CELIGOURMET | 레스토랑, 바, 제과

집에서 만든 제품에 10 % 할인
4787 Charcas

CHOIQUE 대안 관광 | 여행 및 관광

현지 투어 10 % 할인
멘도사 - 마틴로드 리 게스 1 Malargü e

COPASPANISH | 교육 과정, 교육

그룹 클래스 20 시간 (7 %) 20 시 개인 레슨 (7 %)
Pasaje 구티에레즈 8433 산 카를로스 데 바릴로체 - 이메일 :info@copaspanish.com

모험 코르도바 | 여행 및 관광

+ 레펠 트레킹 / 10 % 암벽 등반 오프 15 %, 말을 타고 패러 글라이딩과
산악 자전거에 / 5 % 할인을 타고, 펠 동굴 탐험
국도 38km 755 Bialet 한꺼번에 - 코르도바

만성 바 | 레스토랑, 바, 제과

15 % 목요일 일요일부터 할인 및 18-00 하루 종일 금요일과 토요일,
현금
J. 루이스 보르헤스 1648

큐빅 | 레스토랑, 바, 제과

수입 음료와 저녁 식사 10 %
Elflein 47, 바릴로체

DAYLOPLAS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필라테스 클래스에 15 % 할인 9-10 -11- 16 17 시간
판매 제품에 대한 15 % 할인
사르 미 엔 토 (814)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 | 레스토랑, 바, 제과

총 구매 10 % 할인
멘도사 - 산 라파엘 - Olascoaga (24)

가죽 데코 | 의류 및 액세서리

가죽 제품 10 % 할인
1555 세라노

디지털 사진 | 사진 / 비디오

10 %
Caseros 394, 살타

말초 책 | 서점

10 % 현금 결제 카드 결제 5 %
플로리다 249/436/528/914
913 코리
라발 (775)

돌로레스 프라도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모든 서비스 10 % 할인
Guemes 4116

아테네 오 | 서점

도서 10 % 할인 및 CD 에 5 % 할인
(25) 투쿠 만 월 150,

CHUCUPAL, 공예 | 수공예품 및 지역

5 % 할인
벨 690, 후후.

엘 MOJON, 지역 음식 | 레스토랑, 바, 제과

10 % 할인
산 마르틴 (858), 후후이

포스트 | 레스토랑, 바, 제과

현금.의 구내에 소비 10 % 할인
Avda. 1301 리베르 - 엘 칼라 파테

몸 미학, 일반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서비스 permanentess, 염색, 왁싱, 매니큐어, 마사지, 얼굴 마사지와
메이크업에 20 % 할인
후후 산 마틴 (215).

EUROCAMPING | 의류 및 액세서리

현금 15 % 할인
파라나 (761), 자본 연방
유명. 리베르 12963, 마르티네즈

GENUX | 술집, 디스코

에 디스코 +의 VIP 입구 입구에 10 %
COSTANERA 400, 바릴로체

손 위로 HUMAHUA | 여행 및 관광

모험 관광 및 트레킹 투어 10 % 할인
유명. 기적의 메달, 후후 ° 북부 예를 들어, S / N 의 B.

교토 히미코 | 의류 및 액세서리

문신과 피어싱에 15 % 할인
1179 Malabia

페르난데스 형제, 헬스 클럽.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회전 및 보디 빌딩에 10 % 할인
유명. 스페인 1585, 후후.

INCUBO 피어싱 & 문신 | 일반

10 % 할인
로리 바다 비아 (708), 투쿠 만

현대 언어의 대학 연구소 | 교육 과정, 교육

스페인어 코스의 10 %
포르투갈어 과정에 10 %
이탈리아어 코스 10 %
프랑스어 코스의 10 %는
독일어 코스에서 10 %
중국어 과정에서 10 %
폴란드어 과정에서 10 %
JE 전화 48222075. Uriburu 1009
웹 : www.iulm.edu.ar

문화 외국어 | 교육 과정, 교육

10 % 할인. 스페인어 외국인을위한 과정과 멘도사.에서 산에 삼일 "영어로
모든"10 %
베르크 드 Siria 241, 멘도사 info@intercultural.com.ar

JULERIAQUE 향수 | 약국, 향수, 광학

10 %
코리 (601)

CARRANZITA | 레스토랑, 바, 제과

모든 현금 카드 및 직불 카드 10 % 할인
1859 천사 카란

라 카 소나 델 몰 리노 | 레스토랑, 바, 제과

총 소비량 10 % 할인
Caseros 2600, 살타

여신 | 술집, 디스코

"문자"10 % 할인
유명 라파엘 Obligado 3731. : 주소
전화 : 4806-9443

오사 | 술집, 디스코

디스코 무료 입장
Larrañ aga (152), 코르도바

라 페냐 델 콜로라도 | 레스토랑, 바, 제과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과 2empanadas 의 선물 1 유리. 20 %
할인. 워크샵
3657 엔트 레 리오스 1444 Guemes 은

자연 주의자 포사다 II | 레스토랑, 바, 제과

10 % 할인
사르 미 엔 토 (850)

철수 | 레스토랑, 바, 제과

(음료 제외) 식사 10 % 할인
4945 엘살바도르

소호 드 호아킨 ALBERDI | 레스토랑, 바, 제과

와인 테스트에서 10 %
J. L 보르헤스 1772

로마 볼라 | 교육 과정, 교육

물론 패러 글라이딩 10 % 할인
투쿠 - 세로 산 하비에르

로스 나란 조스, 그릴 레스토랑 | 레스토랑, 바, 제과

야외 바베큐 10 % 할인
인디 106, 후후.

맨하탄 바 | 레스토랑, 바, 제과

칵테일 10 % 할인.
의 하단부. 안녕히 아이레스 (151) - 카필라 델 몬테 - 코르도바

MARUSH 스타 | 의류 및 액세서리

대여 및 의류와 높은 산 눈의 판매에 10 % 할인
유명. 지역 리카르도 Bialous 7 - 전화 : 02948-495187 이메일 :marushstar@hotmail.com

MUCHATELA | 의류 및 액세서리

장식 항목, 의류, 액세서리, 장난감 15 % 할인 (현금) (10 % 지불 카드).
코스타리카 4,448 BP 4831-4549

타고난 건강과 아름다움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화장품, 마사지, 왁싱, 햇볕이 비치지 선탠, 페디큐어, 매니큐어 아로마
테라피 및 micropigmentation 의의 서비스에 대한 20 % 할인
유명. 스페인 1585, 후후.

나이키 아울렛 | 의류 및 액세서리

10 % 할인. 현금 결제
유명. 코르도바 4660-3060 Elcano 유명 -. 유명 산타페 1748 -. 유명 로리 바다 비아
4015.

골동품 | 일반

가구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20 % 할인, 현금 지불
가구 10 % 할인, 현금 지불
(2030) FJ 산타 마리아 드 오로

또 다른 세계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필라테스는 하루 스파, 마사지, 요가, biodanza, reike, 몸과 얼굴 미학,
자세 치료, 피부과, 주사 요법, 보톡스 마야 달력, 사우나, 10 %
(220) 카빌

파라 도르 엘 파로 레스토랑 | 레스토랑, 바, 제과

. 입구의 구매와 무료 일 / 파티 토요일 밤 1 맥주에 대한 총 요금의
10 %
카필라 델 몬테 - - 코르도바 Dique 엘카

파타고니아 학교 | 교육 과정, 교육

그룹 또는 스페인어 개별 코스 25 % 할인 - 스페인어 코스 장학금 2 개월
3 코스를 지불은 100 % 장학금이다.
모랄레스 SC 데 바릴로체 리오 728- 블랙 전화 : 02944-400404 /
423772 www.patagoniaschool.com

순례자 | 술집, 디스코

19 2 1 음료 음식과 음료 / 10 % 21h 홀딩하는
팔라시오 167, 바릴로체

픽시스 파타고니아 | 의류 및 액세서리

의류에서 10 %
팔라시오 450 LOC. 27 분의 52 갤러리 카테드랄, 바릴로체

플라자 드 알 마스 테마 바 | 레스토랑, 바, 제과

10 % 할인
Maipú 와 산타페, 투쿠 만

일반 라모스 | 수공예품 및 지역

미식가 바이트, 와인 시음 및 지역 제품 10 % 할인
산 라파엘 - - 멘도사 로리 바다 비아 2

식당 엘 POSTINO | 레스토랑, 바, 제과

10 % 할인
및 5 월 25 일 코르도바, 투쿠 만

사비의 사진 | 사진 / 비디오

광학, 사진 및 신발 10 % 할인
라발 (71) / Necochea 발 (328), 후후.

SIVILA | 의류 및 액세서리

- 모든 가죽 : 10 % - 모든 피부 가죽 제품 :. 10 % - 가죽으로 만든 선물
플로리다 (670) 지역 (30) 꽃 갤러리. 전화 : 4343-7872

SOLCITO | 수공예품 및 지역

15 % 목요일 일요일부터 할인 및 18-00 하루 종일 금요일과 토요일,
현금
상점과 니켈 전구 늘어서 매트 가죽에 5 % 할인
J. L 보르헤스 2355

사우스 바 | 술집, 디스코

2 1 음료
선서 통로 (30), 바릴로체

카페 맞춤법 | 레스토랑, 바, 제과

현금 15 % 지불 - 10 % 지불 카드 나 티켓
Malabia 1738 / 알리시아 모로 드 그래서 우린 (740)

설리반의 | 레스토랑, 바, 제과

편지 tolda 10 % 할인 (해피 아워 제외)
엘살바도르와 JL 보르헤스를

SUQUIA 숨기고 스킨 | 의류 및 액세서리

10 %
미 트레 (340) 바릴로체 솔 갤러리

미국 교육 (주) | 교육 과정, 교육

10 % 코스에서
Viamonte 577 8 층

옛날 찻집 웨일스어 | 레스토랑, 바, 제과

20 %
유명. 키엘 쥴리앙 콤비 킬로미터 18.500, 바릴로체

쇼핑 아이디어 | 의류 및 액세서리

남성과 여성을위한 의류 15 % 할인
Malabia 1179

팔라시오 스토어 | 일반

10 % 할인
온두라스 5272
(926) 국방

TIERRASOLES | 여행 및 관광

숙소에서 고용 한 현지 투어 10 % 할인
산 라파엘 - - 멘도사 Alsina (245)

나무 공예 터치 | 수공예품 및 지역

수공예품에 12 % 할인.
유명. 산 마틴과 Alsina - 산 라파엘 - 멘도사

VINOMIO, 와인 - 바 - 나머지 | 레스토랑, 바, 제과

와인의 구입에 10 % 할인은 음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최종 법안 10 %
할인을 촬영합니다.
H.을 Irigoyen 940 - 산 라파엘 - 멘도사

VIRACHOCHA, 레스토랑 | 레스토랑, 바, 제과

레스토랑 Picanteria 및 10 % 할인
인디은 변호사. Lamadrid, 후후.

비바 라 페파 | 레스토랑, 바, 제과

소비를 10 % 할인.
E. 아마도 833 LOC. 1 -. 엘 칼라 파테 www.vivalapepacalafate.com

머리카락과 산소 바 활 VOLATE | 헬스, 미용 및 개인 관리

모든 서비스 10 % 할인
5090 러셀

VUELOMAXIMO.COM.AR | 일반

글라이딩에 처녀 비행에 10 % 할인 -www.vuelomaximo.com.ar

ZEPPELING | 술집, 디스코

5 % 할인 및 무료 입장

Brazil
http://www.hihostelbrasil.com.br/descontos.html

(구글번역) 할인

누가이 국가 포트폴리오 및 국제 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점 할인 :

선 라이즈 에코 여행
매우

다른

방식으로

아드레날린의

많은

파라나

자연을 체험! 선 라이즈 에코 여행사는 쿠리티바의
도시 근처 여러 생태 관광 투어 및 모험 관광을
촉진합니다. 래프팅,

흔적,

승마,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 펠 등의 활동을 포함 아드레날린의 전체
미리 정의 된 스크립트입니다. 몇 가지 옵션은 매우
다른

스타일로

쿠리티바

근처에서

자세한

내용입니다. !, 단지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보다 더 많은 일을 방문하는 사이트와 상호 작용
잊을 수없는 경험을 가지고 (에코 여행은 쿠리티바 / PR 에서 벗어나지 운송을 포함하는 투어
10 % 할인 혜택을 부여 일출에 관련된 호스텔 국제 들어 ) 그린 산맥의 열차를
제외하고. 인수 타고 목적지에 관련된 가까이 활동과 자신의 거기에 여행하는 경우, 할인은
5 %이다.

UNINTER - 파라나
대학 센터 UNINTER 쿠리티바에 본사를두고 있으며,
실제

원격

학부

및

가지고있다. UNINTER

대학원
는

다른

프로그램의
사람의

선택을

사이에서,

법률, 엔지니어링, 임원 사무국, 미디어, 관리 번호,
회계를 공부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25 년 지속, 다양한 분야에서 학사 학위, 학사 및
기술을 제공합니다.
관련 호스텔 국제 파라의 상태에있는 단위로 대학 국제 센터 - UNINTER 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 대한 수업료 10 % 할인을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HI 포트폴리오의 프리젠
테이션에 부여 및 관련 문 새로운 코스로 각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등록 또는 항목의
갱신. 할인은 거리로 모두 교실 과정에 유효합니다.
결합 된 문 (무료)에 대한 info@alberguespr.com.br 또는
(41) 3232-5117
:에서 더 많은 정보 www.uninter.com

독일 바
1979 년에 문을 연이 유명한 라르고 다 주문의
중심부에 위치한 쿠리티바 / 홍보의 중심에서 가장
전통 바 중 하나입니다. 바는 소박한과 특징적으로
장식과

함께,

전형적인

독일

선술집의

스타일을

가지고있다. 전통적인 chopps 의 다양한뿐만 아니라,
바는 Eisbein, 살과 박제 청둥 오리의 온스와 같은
간식과 독일 요리의 요리를 제공합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아래 집 촬영 할 수있는
소형 잠수함에서 갖는 바 Chopp 잠수함입니다! 재미 편안하고 축제 분위기 외에, 또한 음악
전형적인 독일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회원을위한 할인 : 유효한 HI 카드 및 신분 증명서의 제시에 관련 호스텔 국제 공통 Chopp
450 ml 의에 해당하는 가격 Chopp 간단한 잠수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서 더 많은 정보 www.bardoalemaocuritiba.com.br

타마르 프로젝트 - 아라카 / SE
HI 호스텔 아주 산업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은 체류
기간 동안 자신의 아라카의 해양 수족관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고객과 더
많은 여가 경제를 제공하기 위해 HI 호스텔과 다말
프로젝트

사이에

설립되었습니다. 자세한

호스텔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에서 더 많은 정보 www.ajuhostel.com

내용은

기관 Sabiar
Sabiar 는 vistando 있는 도시의 문화와 연결을 원하는
이들의

경험을

판매하고있다. 요리

클래스,

사진

워크샵, 공예 맥주 코스, 서핑 레슨과 많은 다른
옵션은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멀리 표준 관광 경로에서 벗어나,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경우에 당신은 항상 원하고, 시간이
Sabiar 의 경험을 활용하지 않았다.
할인 :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구입할 때 우리의 동료는 5 % 할인을
받게됩니다. 쇼핑은 그것의 HI 지갑과 정체성의 스캐너를 보낼 필요로하는 모든 SABIAR
통해 HI 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이트에서 추가 (제목 날짜 또는 도시 별 검색을!) 배우 : Www.sabiar.com

파라나 수족관
해양 수족관 파라나는 파라나의 해안을 방문하는
사람들을위한 여가 및 학습 선택입니다. 23 탱크에
즐길

수있는

200

종,

담수와

해수

모두

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와 함께 방문을 통해 직접
광선, 상어, 맹그로브, 산호초, 펭귄 및 다양한 종의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곧 당신은 또한 무척추
동물과 광선 동물과 감각 경험을 가지고, 탱크 중 하나에 대화 형 다이빙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매력은 또한 강당, 전시 공간, 도서관, 전망대, 정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인 : 파라나 수족관 유효한 국가 또는 국제 HI 지갑을 제시하면 물병에 티켓 액세스 및
신원 문서의 구입의 50 % (50 %)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에서 더 많은 정보 www.aquariodeparanagua.com.br

버스로 이동! 나는 통로를 원한다
놓치지 마세요, 구매의 편안함, 이하 큐, 편의성을
좋아하고 여전히 다양한 목적지에 도착 여행의 모든
연인을 위해!
판매

센터

은 HI

호스텔

발표하고

그래서

(버스)www.queropassagem.com.br
브라질과

새로운

협력

패스

I
관계를

우리는이 특별한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자를 제공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떠나지 않고 30 자기 viações 에서 3,000 목적지를 찾는 실용성,
브라질에서 가장 큰 호스텔 포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 제휴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HI 호스텔 브라질을 통해 우리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모든 여행객을위한 버스 티켓의 구입에 5 % 할인을하고있다.

제발 www.facebook.com/queroPassagem 는 귀하의 할인 코드를 제거하고 좋은 여행을 가지고!

브라질에서 당신에
여행은 성과이며, 그 성과를 공유 할 가치가있다.
브라질 당신이 추억을 제공 :
• 경량 - 당신의 가방에 작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 기능 - 여행시 유용하다.
•

브라질

-

브라질은

재미있는

나타냅니다.
• 저렴한 - 여행 예산을 입력합니다.
•이 준비 - 특별한 선물 패키지와 함께 제공됩니다.
모든 세트를 제공하거나 가족과 친구를 위해 그 기념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 : 10 % 할인 유효한 HI 카드를 제시, 어떤 물품을 구입.
알 수있는 제품은 방문 : www.facebook.com/dobrasilparavoce 을

방법의

상징을

베니스 워터 파크
그것은

브라질에서

7

번째로

큰

워터

파크입니다. 그것은 레시 페, 페르 남부 쿠의 수도,
브라질 베니스 별명을 참조하여 지정됩니다. 베니스
해군, 상파울루, 레시 페의 대도시 지역의 이웃을
가루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터 파크는 10km
올린다와 레시 페에서 20km 입니다. 베니스 워터
파크는 90,000m2 의 물 10,000,000 리터의 영역을 가지고있다. 떨어져 매력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어린이를위한 가장 큰 파도 풀 한, 거대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가졌어요.
할인 : 베니스 워터 파크는 동료와 티켓의 전체 값을 통해 60 %의 할인을 동반 4 더
제공합니다. 유효한 HI 카드 및 신분 증명서의 제시에.
월과 3 월 HI 로 사람들 conveniadas 에 티켓, $ 96.00 R (인당) $ 32.00 에 R 에서
이동합니다.그리고 지불하는 유료 티켓과 함께 생일 달 (박스 오피스에서 로그인하십시오).
:에서 더 많은 정보 www.venezapark.com.br

펍 크롤링 상 파울로
상 파울로, 브라질, 배낭 및 외국인 : 모든 독특한
방식으로 상 파울로의 최고의 밤을 경험하기 위해
함께 온! 맥주, 샷과 1 시간 이상 마시는 게임의 열기
바; 포함

된

바을

방문하여

촬영

항목을

환영합니다; 하나의 티켓이 모든 : 도시에서 유명한
발라드에 VIP 항목. 혼자 밤에, 당신은 상 파울로의
나이트 클럽의 최고를 즐길 여전히 전 세계의 사람들을 알고있다!
할인 : 6 토요일의 값은 R 에게 남성 R 의 $ 여성들 $ 40.00 및 60.00 이다. 쿠폰을 인쇄 (과 HI
브라질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제시) 각 회원은 $ 10.00 입니다. . 금요일과 토요일에 유효
누적되지 할인
• 빌라 Madalena : Wisard 거리, 264 오거 • : 오거스타 거리, 126 펍 크롤링 상 파울로
인쇄 쿠폰

:에서 더 많은 정보 www.pubcrawlsp.com

CNA
(언어 학교)
CNA 는 501 동작 단위와 건설중인 200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운영, 전국 최대 규모의 언어
학교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전국

50

만명의

학생들보다.이
교육의 경험 39 년, CNA 는 브라질 프랜차이즈 협회
(ABF)에 의해 수여 프랜차이즈 우수의 인감이. 21 회 연속 갱신
물질은

사용

독특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울

통해

의사

소통

방식을,

다음. 누구의 할인 두 번째 모듈과 다음에 대해 30 % (30 %) 1 학기 모듈이 참석하는 것을
15 % (15 %)를 저장 그것은 영어와 스페인어 코스에 관한 분할의 정상적인 값에
적용됩니다. 할인은

브라질

전역에

CNA

네트워크에

모든

프랜차이즈

단위에

유효합니다. 경고 : 유효한 라이센스를 표시하고 브라질 연방과 관련되는 알려야합니다
유스 호스텔. 에서 더 많은 정보 : www.cna.com.br

Didge 스테이크 하우스 펍
(바 / 푸드 레스토랑
호주)
• Camboriú : 20 시 반을 두 번 음료 및 때까지 6 일에
제 3 맥주와 30 % 할인과 간식 Didge 양파, 피쉬 앤
칩스

및

콤보. 또한, 50 %의

서비스료

(반액). •

JOINVILLE : 2-6 위 20:30, 더블 음료 및 때까지
맥주와 스낵 Didge 양파, 피쉬 앤 칩스 및 콤보
30 % 할인과 함께. 또한, 50 %의 서비스료 (반액). • Floripa 는 : 20 시 반을 두 번 음료 및
때까지 2-6 위 맥주와 30 % 할인과 간식 Didge 양파, 피쉬 앤 칩스 및 콤보. . 또한, 50 %의
서비스료 (반 가격)

에서 더 많은 정보 : www.didge.com.br

아보카도 레스토랑
(바 / 멕시코 레스토랑)
아름다운

사람,

멕시코에

맛있는

아보카도이
여행을

도시를

만드는

떠나지

재미의

않고
훌륭한

음식과 많은. 아보카도 소스 Cocina 멕시 카나는 다른
위치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테마로 강렬하고 다양한
맛과

분위기와

민첩성과

매운

공정한

음식뿐만

가격을

연습

아니라,

기쁨과

소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

할

수있는

강한

헌신이있다. 아보카도는 어떤 일이 날 파티가 될 수 tequileiros, 마리아치과 기쁨과 활력을
제공합니다. 회원 제공 : 포르투 알레그레 •를 : 2-6 위부터 20:00 까지, Totopos 및 Antojitos 에
30 % 할인; (. 수입 맥주와 통 요청에 대해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드카 제외) 맥주와 더블
시골;50 %의 서비스료 (반액)

• Camboriú : 2-6 위, ~ 21 : 00 까지, Totopos 및 Antojitos 에 30 % 할인; 촌놈과 (수입 음료를
제외하고 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 유효하지 않은) 두 번 맥주 20 시 반까지 2-6 위부터 •
플로리 아노 폴리스, Totopos 및 Antojitos 에 30 % 할인; 촌놈과 (수입 음료를 제외한
공휴일에 유효하지, 공휴일 전날) 두 번 맥주

• 리오 데 자네이로 : 5 에 2 에서 19 시 반까지, Totopos 및 Antojitos 에 30 % 할인; 촌놈과
(수입 음료를 제외하고 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 유효하지 않은) 두 번 맥주
에서 더 많은 정보 : www.guacamolemex.com.br

타마르 프로젝트
해변에서

hostellers

에

대한

무료

입장은

포르테을한다. . HI 호스텔 해변에 테이프를 포르테을
가져 오기 프로젝트를 만나기 www.tamar.org.br 을

판타 기차
카드 호스텔로, 당신은 판타 기차를 타고 10 %
할인이 있습니다.
판타 익스프레스의 반환은 마투 그로 수의 사람들이
국가의 역사와 기억의 일부를 구속 주로 철도를
따라 지역 사회에서 술을 기차의 반환을 기다리고
년 동안. 어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에 둘러싸인 스크립트에서, 순수한 향수의
220km 이다. 판타 Express 는 미란다, 경로의 최종 목적지의 도시로 캄푸 그란데에서
출발합니다. . - 시간과 유적지의 여행 수십 여행 약 7 시간되어 판타 풍부하여 각 단계를
목격 : 더 많은 정보 www.pantanalexpress.com

FCA 관광 열차
할인 20 % 미나스 제 라이스의 역사적인 도시의 FCA
관광

열차의

마리아나 와 사오

HI

회원. 오우로

조아

오

델

프레
레이

토

- 독립

운동가. 정보 : http://www.trensturisticos.fcasa.com.br

심연 Anhumas
호스텔 국제 회원을위한 특별 할인.
Anhumas

어비스. Rapel

브라질의

가장

미치게. .

가다랭이 / MS 정보 :www.abismoanhumas.com.br

-

마리나 도스 조스 호스텔
카드 호스텔로, 당신은 할인 에 다이빙 세례 . 카보 /
RJ

할

아라이에서을 에

추가

정보 :www.marinadosanjos.com.br 을

아름다운 소풍
카드

호스텔로,

당신은

다이빙과

관광

할인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방문 :www.bonitohostel.com

레스토랑 포르토 Canoas
카드 호스텔로, 당신은 20 % 할인 포즈의 레스토랑
포르토 Canoas 아수 / PR 할시 (점심 테이블 값). 더
많은 정보에를 :www.cataratasdoiguacu.com.br 을

Itaipu 관광
HI 의 회원은, 식별에, PTI-BR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CTI (Itaipu 관광 단지)와 식사의 매력의 티켓에 10 %
할인을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에 : www.turismoitaipu.com.br 을

Unipraias 공원
카드 호스텔로, 당신은 20 % 할인 Unipraias 에 더블린
/ SC 의 여행을. . 그 조용하고 맑은 바다와 세 역
오렌지 비치에 바라 술을 연결 (케이블카) :에서 더
많은 정보 www.parqueunipraias.com.br

세라 베르데 익스프레스
카드 호스텔로, 당신은 15 % 할인 호스텔의
회원

카드를

제시

관광에

클래스의

스크립트에 기차 티켓을,. 기차를 타고뿐만
아니라,

세라

베르데

모험과

생태

관광에

익스프레스는
대한

(은)

Morretes

/

안토니아, 파라나에 패키지와 여러 대본을
제공합니다. 쿠리티바 / 홍보.

투어 회원 카드 제시에 관광 클래스에서 훈련을
위해 * 할인은 티켓 구입시 부여.

추가 정보 :
41 3323 4007 www.serraverdeexpress.com.br

라파 Churrascaria 보기
카드 호스텔로, 당신은 15 % 할인 이구 아수 / PR. 할
Foz 에 값 식사에 보기 라틴 아메리카! :에서 더 많은
정보 www.rafainchurrascaria.com.br

세계 지구
카드 호스텔로, 당신은 상점 지구 세계에서 특별
할인

혜택이있다. 스포츠,

레저

및

모험. 에서

정보 : www.lojasmundoterra.com.br

리버 플레이트
그 맑은 바닷물과 동물 군의 풍부한 다양성 알려져
기아 4 로다 2008 실버 강에서 브라질의 최고
매력으로 플레이어의 선택에 의해 선출. 여행의 주요
활동 흔적을 스노클링과 주위 2,000m 와 강 경로를
따라

부유하는

것입니다. 점심

레스토랑. 방문 : www.bonitoweb.com.br

식사와

KuritBike - 도시 자전거
KuritBike 는 독특한 경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자본을하는 전문 가이드를 제공하고, 쿠리티바 홍보

관광

서비스의

가장

권장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식물원, Barigui 공원과 오페라
와이어로 당신이 도시의 유명한 엽서를 볼 수있는
경로의 몇 가지 선택이있다, 및 커피 자전거 투어,
자전거 및 바, 예술 등 테마 투어를 가지고 자전거 투어 자전거 투어 사진 밤.
할인 : 회원 할인이 도시의 자전거 투어 (쿠 리치 바의 바로시) 15 %입니다.
더 많은 정보에 : www.kuritbike.com

Chile
혜택
놀라운 Lota
Lota
엔터테인먼트
Isidora Cousiño 공원 $ 1,000 쪽.
역사 박물관 $ 300 쪽.
대화 형 박물관 빅뱅 $ 750 쪽.
Bajada Chiflón 미나 델 디아블로 (광업 타운 포함) :. $ 3,000 권
(56) (41) 287 0682 lsorprendente@fundacionchile.cl www.lotasorprendente.cl
몰 연결
개념
상점
5 % dcto. 휴대폰 및 10 %의 dcto 구입. 액세서리.
콜로 콜로 # 464 - Fono / 팩스 (41) 2210225 - 콘셉 시온
아니 발 핀토 # 560 - 7, 8 지역 - 갈. 마르티네즈 - Fono (41) 2253002 - 콘셉 시온
Chacabuco 번호 554 - Fono (41) 2227164 - 개념
엘 Roble 인테리어 # 740 - Psje. 역 테레 시타 -. Fono / 팩스 (42) 224008 - 치얀
(56) (41) 222 7164 otorres@mallconnection.cl www.mallconnection.cl
클럽 SkyDiveAndes 스카이 다이빙
산티아고
스포츠
다이빙 탠덤을 : 사람의 할인 당 $ 10,000. . 두 사람이 함께 $ 15,000 C / U 뛰어 경우

$ 30,000 할인 : 스카이 다이빙 코스. 사람마다.
(562) 946 0385-569 79,795,835 . 정보 @의 skydiveandes.cl www.skydiveandes.cl
극장 Montecarmelo
산티아고
테 아트로
극장 2 회의에서 제시된 가격 × 1 인수 일반 극장
Montecarmelo 594, 섭리
777 0882 arteindependienteteatro.jimdo.com
STGO Restobar
산티아고
바래 바
총 소비 + 카드 소지자에 집의 피스코 사워 호의 10 % 할인.
Tranqueras 1677, Vitacura
8418 920 www.stgorestobar.cl
적분 SA 안과 연구소
산티아고
건강
10 % 오프. 부담금은 상담, 검사 및 수술에 대한 사회 보장 기관 또는 Isapre 에 포함되지.
유명합니다. 네덜란드 93, 섭리
(833) 3293 info@oftalmologico.cl www.ioi.cl
Econorent 국립
교통
10 % -15 % 할인. 해당 지역의 모든 자동차 대여
(600) 2000 000 contactenos@econorent.net www.econorent.cl
도미노 푸 엔테 드 소
산티아고에서
레스토랑
15 % 할인. 프로모션 및 배달을 제외한 총 구매.
모든 지역에서
411 0611 www.domino.cl
9 학년
나머지 바
15 % 할인. 총 소비에서
유명. 프로비던스 (455), Loc 데이 (104), 비던의 www.grado9.cl
베라 크루즈
숍 & 카페
10 % 할인. 모든 구내에서
유명. 비던 2124, Loc 데이 GH, 비던의 comunicacion@veraceuz.cl 의 www.veracruz.cl
Chilexperience
관광

20 % 할인.
유명. 히긴스 255, Loc 데이 1 푸콘 정보. @ chilexperience.com www.chilexperience.com
사진 클럽 복권
촬영
dto.en 15 %와 사진 필름. 구매 밝혀
사진 공급 모든 지역 구매 dto.en 10 %를
696 1060 www.fotoclub.cl 을
푸 카르네 레스토랑
레스토랑
10 % 오프. 모든 서비스의
모든 지역
212 9496 e.fell@lomiton.cl
라디오 택시 비던
산티아고
운송
모든 serviscios 의 dto.en 10 %
유명 404-A 의 3054 Irarrazabal, Ñ uñoa
(209) 0445 gerencia@radiotaxiprovidencia.cl www.radiotaxiprovidencia.cl
칠레 산
산티아고
스포츠
15 % 오프.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레오나르도 Da'Vinci 6928, 라 레이나
(326) 1288 equipos@chilemontana.cl www.chilemontana.cl
패러 글라이딩 VueloUno
산티아고
스포츠
20 % 오프. 모든 서비스에서
헤르 드 아귀레 (546)의. 섭리 305232 0584 contacto@vuelouno.cl www.vuelouno.cl

모험 관광 무엇 Tuyo.cl
산티아고
스포츠
20 %, 16 % 및 10 % 할인. 트레킹, 녀닝 cabalgtas 및
대각선 (1109) 파라과이 (160), 산티아고
(370) 1079 info@lotuyo.cl www.lotuyo.cl www.canyoning.cl

스키 저축
산티아고
스포츠

15 % - 12 % 할인. 임대 스키 & 캠핑
9143 Av.Las 콘 데스, 라스 콘 데스
229 4532
상업 V 절반
산티아고
상점
15 % 오프. 모든 자동차 액세서리에서
유명. 5180 Irarrazaval, Nuñoa
277 8783 ventas@v-tec.cl www.v-tec.cl
살라 무라노
산티아고
엔터테인먼트
20 % dto.en 항목
유명. 14950 라 콘 데스, 라스 콘 데스
0959 (217) fcodelacerda@hotmail.com www.salamurano.cl
Earthship
산티아고
나머지 바
10 % 할인. 소비 (유효하지 않을 때 행복한 시간)
산토 도밍고 (547), 바리오 벨라 스 아르 테스
(638) 3465 bar@navetierra.cl www.navetierra.cl
엘 튜넬 (Tunel) 바
산티아고
디스코 테크를
33 % 오프. 입구에서
439 산토 도밍고 산티아고
639 4914 info@bareltunel.cl www.bareltunel.cl
너무 많은 일본어
산티아고
레스토랑
피스코 사워 2 × 모든 디저트 및
유명. 비던 2571
333 4859 www.toomuch.cl
천문관 산티아고
산티아고
엔터테인먼트가
최대 10 년 $ 1,300 어른 $ 800 어린이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11 : 00-12 : 00-15 :. 30 17:00 시간
유명. 리베르 타 도르 베르나르도 오이긴 스 번호 3349
681 2171 rrpp-planet@lauca.usach.cl

Rodelbahn
산티아고
엔터테인먼트는
2 차를 구입하여 세 번째 무료 자동차 얻을
유명합니다. Larrain 11095, 라 레이나
273 2223 는 www.rodelbahn.cl 야크 탐험 산티아고 스포츠 10 % 할인. 7135 에서 Nocedal 서비스 라 레이나 09
8928761 info@yakexpediciones.cl www.yakexpediciones.cl

생태 관광 발레 델 Maipo
산티아고
관광
10 % 오프. 복잡한 생태 관광 입국의 가격
발레 델 Maipo 로스 피 노스 (112), 일. 산 호세 드 Maipo
871 22 34 ecovallesdelmaipos@yahoo.es
칠레 쿨
산티아고
관광을
10 % 할인. 모든 프로그램과 투어에 관광 칠레 수행 쿨. 1007 215 주, 산티아고 센트로
639 0535 contacto@coolchile.cl www.coolchile.cl
태평양 다이버
산티아고
스포츠
그 과정에서 특가
유명. 크리스토 발 콜론 5328, 라스 콘 데스
3680 (202) pacificodivers@vtr.cl www.pacificodivers.cl
칠레 윈드 서핑
산티아고
스포츠
10 % 오프. 모든 서비스.
카르멜 (30), 라스 콘 데스
1959 (211) info@windsurfingchile.com www.windsurfingchile.com
세계지도
산티아고
코스
10 % dto.en 스페인어 코스 개인 및 그룹
3C 머 (346), 산티아고 센트
(441) 9076 mapamundi@mapamundi.cl www.mapamundi.cl 연구소의 Chileno Suizo 산티아고 코스 20 %
할인. 그룹 스페인어 코스 호세 빅토리 Lastarria 93, 산티아고 센트 (638)
5414info@chilenosuizo.cl www.chilenosuizo.cl

Sportime
산티아고
스포츠
15 % 오프. 모든 서비스에
유명. Larrain 9700
275 1297 info@sportime.cl www.sportime.cl
내 클럽
산티아고
스포츠
의 모든 서비스 Puelma 발렌 주 엘라 8551, 라 레이나에 특가
2,734,572
태평양 휘트니스 클럽
스포츠
(17), 23 세 사이의 매달 $ 19,900 은 (시간 제한 참조)
30 % dcto 을. 23 여 년 동안
모든 지역
373 9155 marketing_1@pacificoclub.cl www.pacificclub.cl
칠레의 풍경
서점
모든 제품 dto.en (제안에 사람들은 제외) 15 %
유명. Vitacura 6195 Loc.17.
Vitacura 2403 219 turisman@terra.cl www.paisajesdechile.cl
PhotoNew
산티아고
사진
10 % 오프. 모든 제품 및에 사진 인쇄
유명. 비던 2198 지역 33-B. 포털 리옹
(231) 4404 info@photonew.cl www.photonew.cl
사이버
산티아고
인터넷
30 % 할인. 인터넷 시간에. ($ 350 1 시간)
15 % 할인. 국제 전화에
로마 디아즈 (12)의 섭리
(244) 1216 cristina.zambrano@gmail.com
이노
산티아고
보석
10 % 오프. 모든 제품에
Urbinas 53.Loc (46) 약국 갤러리 (225) 1213 innova_chile@entelchile.net

적분 치과
산티아고
건강
40 % 오프. 모든 치과 서비스
피오 X 2460, 비던
8941 (321)
치과 치과 골드
산티아고
건강
40 % 오프. 모든 전문 분야에서
의 바로스 Errazuriz 1953. (205), 프로비던스
(244) 4245 info@dentalgold.cl www.dentalgold.cl
의료 바디 아트
산티아고
타투
10 % 오프. 모든 서비스.
베르토 푸엔 지리다 185 지역 (110)
212 7202 medicalbodyart@hotmail.com
인터넷 카페 루 발파
비나 델 마르
인터넷
12 % - 20 % - 40 % 할인. 인터넷 서비스
유명. 발파 286
32-710 140 www.multimania.com/ruevalparaiso
레인보우 투어
비나 델 마르
관광
10 % 오프. 모든 서비스에서
샌 안토니오 1287
32 686 968
테라스 카페
라 세레나
나머지 바
20 % 할인. 해피 아워 메뉴 및 제외
볼기 (470), 라 세레나
51-210759 cafeelpatio@gmail.com www.cafeelpatio.4mg.com
사막 모험
산 페드로 데 아타 카마
관광
15 % 오프. 관광 서비스 (현금) 달팽이의 S / N, 산 페드로 데 아타 카마
55 851 067 ventas@desertadventure.cl www.desertadventure.cl

레스토랑 엘 밀라
산 페드로 데 아타 카마
레스토랑
10 % 오프. 모든 서비스에
241 Caracoles
55857575 을

Uruguay
http://www.hosteluruguay.org/hacete-socio/descuentos-hi.html

몬테비데오 관광 버스 25%

국제 호스텔 회원 25 % 할인 "나는 몬테비데오 관광 버스를 발견했다".
서비스 몬테비데오 관광 버스 DISCOVER 는 , 홉 오프 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매일 일정 및 고정 정지 및 홉에 일어난다.
여름에는 오후 9 시 0 정류장에서 첫 출발. 시작, 그리고 마지막 출구 17 시에있을
것입니다. 겨울에는 0 에서 오전 10 시에 첫 번째 정지 출력. 시작, 그리고 마지막
출구 17:00 오후에있을 것입니다.
주파수 60 분 회로 (9 정지)의 총 시간입니다 2 시간 15 분. 관광 버스 스케줄은
몬테비데오 발견 추정하고, 도시 교통의 요인에 의해 조절 서비스의 정상적인
주파수의 지연을 수반 기후 요인과 불가항력과 장애물을 기존 있습니다.
정지의 각이 몇 분 동안 정지 상태로 유지됩니다에서 승객있는 경우, 또는
사람들이 전혀 운동의 흥망 성쇠를 허용합니다.
보드 서비스

맞춤 서비스
단위는 보드 /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국어 관광 가이드 계속 :



당신은 승객



그것은 소비 및 / 또는 티켓을 모니터링



주요 명소로, 서비스의 설명이 인쇄 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각 정류장에 포함 된 맵을



정지의 각각 부근에 위치한 관광 명소의 승객 관광 정보 전송



자신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큰에서시의 승객 관광 정보 전송



그것은 몬테비데오의 도시에서 관광 명소 방문에 승객을 안내 할 것입니다

자동화 서비스
장치는 버스의 패스와 동기하여 방송되는 이미지, 미리 녹음 된 오디오의 회로를
통해 여행 정보의 자동 변속기가있다.
승객 갖는 콘솔을 통해, 가능한 온보드 헤드폰을 사용하는 회로에 액세스 각
좌석은 당신의 선택의 언어를 선택 교차 부분의 설명을들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사용할 수있는 언어는 :


독일어



아라비아 말



스페인어



프랑스의



영어



이탈리아의



포르투갈어



일본의

티켓

하나 (1) 하루에 티켓 두 (2) 일 티켓, 다음과 같이 구입 장소와 : 수술 티켓 두
가지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일 차량 신용 카드



캐빈 정지 "0"- 람 블라 8 월 25 일 및 Yacare



캐빈 정지 "1"- 람 블라 8 월 25 일 및 Yacare



본부 - 리우 브랑 쿠 1,389 변호사. 쾰른



경건한 Abitab 에 걸쳐 수집 네트워크

요금

우루과이 페소의 비용 :


티켓 24 시간 $ 390.00



티켓 48 시간 $ 600.00

국제 호스텔 회원은 것 25 % 할인.

GoodBike

우리는 냄새와 그 프레임을 방문하는 각 장소의 독특한 개성을 소리, 건강한
거리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색상의 강도를 느낌, 환경에 참여하자. 재미있는 관광,
업데이트, 재미와 높은 문화적 가치 투어.
우리는 그룹 간 또는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자신의 회로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도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를 통해 당신을 동반 전문
가이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를 가입 한 전문가, 지역 기업에 전문 기업 서비스의 창조를
위조. 건강한 여가 활동을 통해 팀 정신을 강화하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의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수한 품질의 자전거와 각 사람의 직원의 요구를 해석 할 수와 함께,
우리의 서비스에 가치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매체를 이용하여, 독특한 경험 서비스를 살하고자하는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 된
차를 표시,이 지역에있는 지도자 작업 혁신, 재미와 친화적 인 교통 환경을
제공합니다.
투어 (15 % 할인)

함께 개인 여행을 넣어 몬테비데오, 콜로니 아, Piriápolis 및 푼타 델 에스테 또는
상담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를 탐험하기위한 우리의 투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요구와 특수성에 적응.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즐길 수에서 당신은 자전거와 가이드를 보면 선택한
목적지에 미니 버스로 이동의 편리함이있다.

여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어 가이드, 연예인 또는 개인 트레이너, 스페인어 영어 (다른 언어를 요청).



우수한 품질, 알루미늄 프레임, 21 기어와 그릴 자전거.



안전 편안하고 설계 회로에 적합합니다.



헬멧, 조명, 보안 잠금 장치.



길을 따라 스포츠 음료와 에너지 바.



모바일 응급 의료 보험.
자전거 대여 (2 × 1)

우리는 정확한 자율성과 자유 안심 도시를 탐험 할 수 있도록 자전거의 큰
함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안과 독립성을 즐길 필요 어떤 다른 추천
장소, 시간 및 조언.
보내 무료로 자전거를 철회 요청할 호텔과 호스텔. 일 / 주 / 월 자전거 대여.
이 서비스는 포함한다 :


우수한 품질, 알루미늄 프레임, 21 기어와 그릴 자전거.



안전 편안하고 설계 회로에 적합합니다.



헬멧, 조명, 보안 잠금 장치.



파손 / 사고 경우에 지원.

자세한 내용은 당신이 의사 소통을 치다
고객 전화 : 099 185 389
이메일 고객 : info@goodbike.com.uy

http://www.goodbike.com.uy/

Stadium 신발 10%할인

국가 또는 호스텔 국제 카드를 제시, 신발 스타디움 제공 10 % 할인 신발, 스포츠
의류 및 액세서리에있다.이 할인에 disponbile 입니다 :
경기장 신발
Avda. 1061 년 7 월 18 일

908 3 월 3 일

Avda. 1363 년 7 월 18 일

(908) (50) (11)

신발 - 스포츠웨어 및 액세서리
Avda. 1561 년 7 월 18 일

(408) (90) (28)

Avda. 1775 년 7 월 18 일

(408) (22) (98)

Avda. 1713 년 7 월 18 일

409 3 월 22 일

Avda. (8) 3626 드 Octubre

(508) (70) (71)

Avda. (8) 3670 드 Octubre

(508) (62) (30)

Avda. (8) 3781 드 Octubre

(508) (58) (98)

Avda. 4127 Agraciada

(309) (97) (16)

쇼핑 트레스 크루 시스 - 지역 024

401 67 99

쇼핑 푼타 Carretas - 지역 (105)

(712) (14) (63)

몬테비데오 쇼핑 - 지역 (278)

628 69 29

게이츠 쇼핑 - 지역 (230)

(606) (18) (66)

푼타 쇼핑몰 - 지역 (215) 및 (216)

042 49 20 18

Sarandi 931 - 말도 나도

042 24 80 34

Avda 아르 티 가스 (656) -. 라스 피 에드

365 35 60

신발 - 스포츠웨어 및 액세서리
779 우루과이 - 살토

073 (30) 885

쇼핑 점프 - 현지 102-104

073 (31) 366

7 월 18 일 235 - 타쿠 아 렘보

063 (30) 397

메가 스포츠 경기장
4097 우아한

(308) (37) (16)

신발 - 스포츠웨어 및 액세서리

Podes 입력 www.stadium.com.uy 국가의 주요 신발 상점에서 제공하는 모든
최신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SUMMERBUS - "문 HOP-ON 의 HOP-OFF 의 문"

SummerBus 우루과이의 해안을 따라 여행하는 가장 실용적인 경제적이고 재미
교통 수단이다!
티켓 HOP-ON 의 HOP-OFF 특히 유연성, 정보, 안전, 재미와 우루과이의 해안을
따라 여행을 원하는 여행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갈 수
있습니다 : 푼타 델 에스테, 라 페드 레라 (La Pedrera), 카보 Polonio, 푼타 델
디아블로, 몬테비데오, 라 팔로마, Valizas, 라 바라, 스프링, 민물, 말도 나도,
호세 이그나시오을, 당신이 선택하는 각 장소의 일 수를 체류 .
보안 : 많은 가치 휴일의 날씨는 즐길 수있다. 이 버스를 기다리는 당신도
호스텔을 찾고, 조합을 놓치지 마세요, 비, 햇빛이나 귀중품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장소에 걸었다. 나는 당신의 다음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숙소의 문을 통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 : 우리의 이중 언어 가이드 당신은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여행의 대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루과이의 해안을 따라 당신을 동반 드릴 것입니다!

재미 : SummerBus 는 일반 버스가 아닌 택시, 우리는 좋은 음악과 함께, 당신이
우리 해안의 호스텔에서 문에 문을 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재미 최대를 갖고
싶어 "그것을 보는 일이 친구 같다"아니다 .
의 프리젠 테이션에 호스텔 국제 당신은 홉 오프 티켓 홉에 10 %의 할인
혜택을받을
자세한 내용은 www.summerbus.com 또는 info@summerb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