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판 입국시 준비 서류 및 안내문

★ 사이판 여행 구비서류 종합 ★

1. 영문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출발 1일내 검사)-고객준비

2, 영문 백신 접종증명서-고객준비

3. ESTA 비자 - url 사이트등록(④ 문항)

4. 북마리아나 필수 입국 신고 서류 - 웹사이트에서 작성 후 (확정ID 번호 프린트 또는 캡쳐) - url 사이트등록(⑤문항)

5. 마리아나 여행지원금  이용동의서 제출(출발일주일전까지 제출) - url 사이트등록

※ 중요 ※ [사이판 입국/귀국안내] 12월 17일자 공지 

[사이판 입국 전]

★ 신속 항원 검사 24시간전 (영문 음성확인서 필수) 1회

   2차접종자 : 접종 완료 후 14일 이후 6개월까지만 효력 인정

   3차접종자 : 추가 접종일로부터 효력 인정(만료일 없음)

[사이판 출국 전]

★PCR 검사 안내 전체일정 4일 ~ 8일 인 경우 - 총 2회 PCR 검사진행

① 사이판 입국 1일차　② 사이판 출국 48시간 전

① 입국 제한 해제 및 최소인원 충족 시 출발 가능합니다.

② 사이판 정부 지침에 따라 여행 지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격리, 호텔, PCR검사 등)

③ 출입국 규정이 실시간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예약 후 관련 안내 드리겠습니다.

④ 출발 전 ESTA 발급 필수입니다. (바로가기)

※ ESTA 신청서는 프린트하여 준비해주세요.

⑤ 사이판 도착 72시간 이전에 입국 신고서(CNMI) 제출 필수입니다. (바로가기)

⑥한국 입국 시 현지 출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현지 검사비 미정)

★ 마리아나 여행지원금 $100 [*1월한정] Travel Bucks 프로그램 동의서 사전 작성 ▶ (바로가기)

크롬실행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KucW4SOo7upJzofUmMGW3P-MMIk0H7FNvHXYFf8FsyE_weQ/viewform

　- 동의서 제출은 여행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 동의서 작성 시, 사이판 도착 날짜(여행 시작 날짜)의 정확한 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 여권사본으로 여권 촬영이미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 정보 기재 오류로 카드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승객 개인의 책임입니다.



한국 귀국후 격리면제 상품 
★ 사이판 코랄 오션 리조트CC ★ 골프 4박 5일

항공 출발일 (8회 한정 전세기) 1인 판매가

제주항공
1월29일 / 2월2일, 6일, 10일, 14일, 

18일, 22일, 26일
₩1,450,000

포함사항  항공, 코랄오션리조트(2인1실), 조식, 그린피(72홀), 전동카트(2인1카트), 공항 미팅&샌딩, 여행자보험, 사이판 현지 PCR 검사비용

불포함사항  중/석식, ESTA비자비용($14/인, 사전신청 필수!), 한국에서 진행되는 검사비용 등, 기타 개인비용

REMARKS

◈ 마리아나 관광청 지원!!
 사이판에 입국하신 모든 분들께 트래블벅스카드(여행 지원금) 개별 $100 선불카드 지급!!
 사이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카드로, VISA 카드 이용 가능한 곳에서 사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① 단, 유아 제외, 안전여행 인증(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safe travels)을 받은 레스토랑 및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남은금액은 환불 불가
 ② 트래블벅스 카드 동의서를 신청해야 발급됩니다. 링크참조 => https://www.mymarianas.co.kr/main/kor/community/notice_view.asp?idx=672

◈ 사이판 현지 PCR 검사 비용 정부 지원!!
 사이판에 입국하신 모든 분들께 사이판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비용(1회당 $300/인)은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검사비용은 불포함)

◆ 오후 TEE OFF 추가 라운딩 및 외부 라운드 비용 안내 (사전 예약 및 결재 필수, 오전 CORS 18홀 의무라운딩)
     ①CORS $130/인/18H,  ②킹피셔 $100/인/18H+차량+석식,  ③라오라오베이 $200/인/18H(EAST)+차량,  $180/인/18H(WEST)+차량

◆ 싱글룸 사용 시, $80/인/박 추가됩니다. (사전 예약 필수 조건!, 현지에서 변경 불가)

일  자 장  소 교  통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1일차  

인    천 7C3406 08:30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미팅 

조:기내식
중:불포함
석:불포함

14:10 인천공항 출발 / 개별수속

사이판 사이판 공항 도착 - PCR 검사진행(안티젠=신속항원검사)

셔틀차량으로 코랄요션 리조트 이동(약 10분소요)

체크인 및 객실 휴식

숙박 : 코랄 오션 리조트 사이판 (Coral Ocean Resort Saipan)

2-4일차                                  사이판

리조트 조식 후, 클럽하우스로 이동 (도보 1분)

조:리조트
중:불포함
석:불포함

사이판 CORS (Coral Ocean Resort) CC 18홀 라운딩

한국도착 48시간 전 - PCR 검사 진행

라운딩 후 호텔이동 및 휴식

숙박 : 코랄 오션 리조트 사이판 (Coral Ocean Resort Saipan)

5일차                    

리조트 조식 후, 클럽하우스로 이동 (도보 1분)

조:리조트
중:불포함

사이판 CORS (Coral Ocean Resort) CC 18홀 라운딩

12:00 사이판국제공항공항이동

7C3405 16:00 사이판국국제공항 출발

인    천 20:00 인천공항 도착. 수고하셨습니다~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랄오션 CC (Coral Ocean Golf)

골프장 소개 
사이판 유일의 LPGA 규격 7,156야드 18홀 골프장.                                                                                                                      
PGA 명예의 전당에 오른 래리 넬슨이 설계한 씨사이드 코스에서 라운딩을 즐겨 보세요.          

코스개요 18H, PAR 72, 7,156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