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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PIC4

PIC
GUAM
All the fun
you can handle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

70여 가지의 다이나믹한 레저와 꿈결같이 편안한 휴식,

휴가, 그 이상의 추억과 이야기가 존재하는 그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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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 GUAM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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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PIC6

무한대의 즐거움이 넘쳐난다.
PIC 괌은 워터파크 내에 70여 가지의 액티비티를 갖추고 있다.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꿈꾸는 듯한 즐거움이 가득한 PIC 괌의 매력에 빠져

보자.

PIC GUAM	❶	Activities

      시원하게, 짜릿하게! 워터파크 존
PIC 괌 워터파크 존의 명소는 전 세계 3개 뿐인 수영하는 인공 수족관, 200여 

마리의 열대어와 산호초들은 바닷속 전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이 외에

도 아름다운 조경의 라군, 각종 동물 모형이 재미를 더해주는 어린이 수중 동

물원, 수중 농구, 수중 줄다리기, 수중 징검다리, 워터 에어로빅, 워터 폴로 등

을 즐길 수 있는 풀 등이 갖추어져 있다.

      눈부신 태양과 하나되다! 비치 존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PIC 전용 해변에서

는 윈드서핑, 스노클링, 세일링 카약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비치 올림픽, 코

코넛 올림픽 등 단체 액티비티가 진행 되기도 한다.

❶ 인공	수족관	스노클링과	스킨	스쿠버 각양각색의

물고기와 함께 바닷속 탐험을 시도해보자. 대형 

조개에서는 금방이라도 인어공주가 튀어나올 것 같

다. ❷ 윈드서핑	마스터	하기 기초부터 알려주는 PIC

괌의 윈드서핑 클래스는 인기 최고의 액티비티 ❸ 

수중	징검다리	도전! 보는 것 만큼 만만하지는 않

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❹ 워터	슬라이드 

말이 필요없다. 꼬불꼬불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  

시원한 물 속으로 첨벙! ❺ 라군	카약 조정이 쉽지는 

않지만 익숙해 지면 어느새 아름다운 풍광이 눈 안 

가득 들어온다.

비치발리볼

윈드서핑	

수중	징검다리	워터	슬라이드

스킨	스쿠버

스노클링을	즐기는	사람들 물살을	가르는	세일링바닷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❶ 비치	발리볼 뜨거운 태양 아래 네

트를 사이로 짜릿한 승부를 펼쳐보자. 

❷ 세일링 시원한 바닷 바람을 맞으며 

물살을 가르는 낭만을 느껴보자. 한템

포 쉬어가는 여유가 있다. ❸ 해변	카

약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카약 경주를 

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거나 연인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로맨틱

함에 젖어보자. ❹	바다	스노클링	투어 

인공수족관에서 워밍업을 마쳤다면 이

제 실제 바다에 뛰어들어보자.

BEST 5

BEST 4

A

B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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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하늘을	나는	즐거운	트램폴린

테니스코트	 지바나	요가	클래스

❶ 트램폴린 하늘을 나는 짜릿함과 스릴이 살이있는 트램폴린, 더 높이 점프하다 보면 

구름까지 닿지 않을까?  ❷ 양궁 정신을 집중하고 과녁을 향해 화살을 날려보자. 과녁

을 적중할 때의 쾌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❸ 미니골프 초록의 정원과 그 너머 푸

른 바다가 재미를 더해준다.  자연에 묻혀 연인과 가족과 골프 내기를 해볼까. ❹ 스쿼시

몸을 움직이는 것 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것은 없다. 모든 잡념을 떨쳐내고 스쿼시 

한판에 땀을 쏟고 나면 기분까지 상쾌해 진다. 슈즈와 장비 모두 무료로 대여가능

BEST 4

미니골프 하늘을	향해	쏴라	양궁장	

      놓칠 수 없는 아찔함,
      스포츠 존

물놀이에 지쳤다면, 이제 지상에서 

스포츠를 즐겨보자. 스포츠 존 구석

구석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

이 가득하다. 양궁, 골프, 테니스, 스

쿼시 등의 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탁

구, 당구 등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실

내 게임이 갖춰져 있는 게임룸이 마

련되어 있다.

C 놓치면 후회하는 PIC 체험 프로그램 
워터파크 시설만이 다가 아니다. 24시간이 즐거운 PIC가 제공하는 

문화 체험, 게임, 공연, 강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놓치지 말자!

 쇼, 쇼, 쇼!

 스텝 바이 스텝 

 괌 문화 리얼 체험

 웰빙 요가 클래스

•	매직쇼 클럽메이트들이 선사하는 

환상의 매직쇼 

•카지노	PIC 머니로 배팅을 걸자.

•	코코넛	올림픽	매주 금요일, 해변

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게임

•	코코넛	까기,	코코넛	잎사귀로	

위빙하기,	물소타기 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괌 차모로 센터에

서 즐기는 문화 액티비티에 참가

해보자. 괌 원주민의 맛깔스런 이

야기와 함께 코코넛의 역사 등 다

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	윈드서핑,	테니스,	양궁,	스쿠버	다

이빙	등 평소 배우고 싶었던 스포

츠를 기초부터 차근 차근 배운다. 

•	키즈	클래스 어린이를 위한 강습

도 준비되어 있다, 타임스케줄 확

인 필수 

• 지바나 스파의 무료 요가 클래스. 

디톡스에 좋은 우짜이	호흡과	요

가를 배울수 있으며 빙야사와	하

타반으로 운영

TIP•액티비티 스케줄 또는 워터파크 내 

인포메이션 데스트에. 그 외에도 수영타

올, 사물함 사용 안내, 간단한 구급상자 

등 이곳에서.

주목! 액티비티 안전수칙 
1. 산호초가 많아서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마린센터에서 아쿠아	슈즈를 빌려 착용하세요.

2. 워터파크 내에서 뛰지	마세요. 바닥에 물이 많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3. 물놀이 시 아이들에게 리조트 내 비치되어 있는 구명	조끼를 입혀 주세요.

4. 비치 액티비티 시 오렌지색	공으로 표시된 선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5. 워터슬라이드를 탈 때는 반드시 매트를 이용, 2명 이상 한 매트 사용 금지

6. 수영장 내 다이빙	금지!

7. 아이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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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 중식 석식 
PIC GUAM	❷	Bar & Restaurants

행복한 미각 여행
일식을 좋아하는 엄마, 한식이 최고인 아빠, 반찬투정 심한 막내,

다이어트가 한참인 큰딸, 각기 다른 입맛과 취향에 괴롭다고? 그러나

전 세계 산해진미가 한곳에 모여 있는 PIC 괌에서는 먹는 걱정 끝!

BEST

하나기의	철판구이	쇼	 비스트로에서	맛볼	수	있는	요리

풍성한 미각의 즐거움이 있는 뷔페 레스토랑 
최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규모에 걸맞게 

음식의 가짓수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 매 끼니마다 메뉴가 바뀌고 전 세계 별미

가 골고루 소개되기 때문에 매일 와도 지겹지 않다. 점심과 저녁 식사 때는 시원

한 생맥주, 주스, 와인이 무제한 무료! 한국 고객을 위해 김치, 잡채, 갈비 등의 한

식 메뉴가 제공된다.

밤에 즐기는 스카이라이트 매일 밤 스카이라이트에서는 테이블마다 캔들이 세팅되어 낮과

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TIP 쉐프가 직접 요리해 주는 쉐프 스테이션을 놓치지 말자. 이외에도 갈비, 킹크랩, 왕새우, 

아이들을 위한 카레 요리는 꼭 먹어보자.

7:00am~10:00am / 12:00pm~1:30pm / 6:30pm~8:30pm 로얄타워 LL층

BISTRO 비스트로 
괌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바 있는 고급 레스토랑. 음식 맛과 분위기가 

훌륭하다. 낮에는 아름다운 투몬 만의 경치를 감상하고 석양이 질 무렵 로맨

틱한 분위기의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연인이 찾기에 좋은 레스토랑이다.

이곳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 수영복이나 슬리퍼 차림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것.

11:30am~2:00am / 6:00pm~9:30pm / 선데이 브런치 10:30am~2:00pm

로얄타워 L층 ※예약필수

HANAGI 하나기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맛으로 승부하는 일식당, 싱싱한 회와 스시, 우동, 샤브

샤브까지 즐길 수 있다. 요리사가 철판요리로 보여주는 불쇼도 볼거리.

12:00pm~2:00pm(일식 뷔페 & 철판구이 제공) / 6:00pm~9:30pm 로얄타워 LL층 

DAY SKYLIGHT
스카이라이트 

놓치면	후회하는	PIC	별미	
•	하나기와	웰카루바를	한꺼번에	?	점심에는 하나기와 웰카루바가 오픈되어 있어 두 곳의 

뷔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선데이브런치	PIC 비스트로에서

   일요일 10:30am~2:00pm

•	웰빙제안	스카이라이트의 채식 코너를 주목하자.

각국의	요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스카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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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ARUBA 웰카루바 
퓨전 중국 음식과 아시안 푸드를 만날 수 있는 곳. 이색

메뉴가 많으며 특히 볶음밥과 오리구이 요리가 인기가 

있다. 

12:00pm~2:00pm / 일식 하나기 바로 옆 

CAFÉ ROCK & NOODLE 카페 락앤누들    
일본식 라면과 닭튀김, 볶음밥, 만두 그외 아시안 스타일의 음식과 괌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버거를 만날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6:00am~10:00pm 로얄타워 LL층 

POOL BAR  풀바   
워터파크 내 노천 카페 풀장 옆에 위치해 물놀이를 하다가 시원한 열대음료나 맥주 

등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다.

10:00am~10:00pm 워터파크 메인 풀과 게임풀 사이

CAFÉ ESPRESSO 카페 에스프레소   
로얄 타워 로비에 자리한 작은 카페. 다양한 커피와 페스트리, 쿠키 등을 판매한다. 

신선한 원두를 사용. 커피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

7:00am~7:00pm 로얄타워 1층

해변가에	위치한	선셋	바비큐

고급	레스토랑	비스트로	

하나기의	깔끔한	일식	요리

캐주얼한	분위기의	카페	락앤누들

불쇼가	어우러진	환상의	디너쇼	

BEST

HOT

NIGHT
SUNSET BBQ
선셋 바비큐 

DINNER SHOW
퍼시픽 판타지 디너쇼 

노을 속에 즐기는 BBQ 파티 
하늘과 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이는 석양. 멀리 사랑의 절벽까지 한눈에 보이

는 투몬 만의 절경. 그리고 기분 좋게 감싸는 바닷 바람. 이 속에서 영화처럼  

즐기는 바비큐 파티의 로맨틱함. 해변가 데크에 위치한 선셋 바비큐 디너는 

맛과 분위기 모두 만족도 200%. 개별 불판이 마련되어 있어 바비큐 테이블에서 

싱싱한 해산물과 LA갈비, 각종 채소를 뷔페 형태로 마음껏 즐길 수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근사한 디너 타임을 만들 수 있다.

NOTICE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골드카드 소지자도 $16의 추가 요금(아동 $9)을 내야 한다.

MAIN MENU 해산물, 삼겹살, LA 갈비, 닭가슴살, 소시지, 각종 채소 및 김치 

TIP 선셋 전에 도착하면 멋진 노을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9:00am~10:00pm / 바비큐 뷔페 6:00pm~9:00pm 전용 해변 앞 데크  ※예약필수

야외극장에서 펼쳐지는 PIC 괌만의 환상의 나이트 디너쇼. 디저트까지 이어지

는 저녁식사와 함께 화려한 괌 전통 춤 공연과 불쇼를 감상할 수 있다.

디너 6:30pm, 쇼 7:30pm~8:30pm 워터파크 내 폭포 옆 ※예약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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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로얄타워 
26층 로얄타워에는 디럭스 룸, 로얄 클럽 그리고 스위트 룸이 있으며, 전 객실 오션 뷰로 전망이 뛰어나다. 

여유로운 공간, 디럭스 로얄타워 2층~16층까지가 디럭스 룸, 38평방미터의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오후에 한번 더 타월을 교환해 주고 방을 정리해 주는 턴다운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고의 전망과 품격을 자랑하는 로얄 클럽 룸 로얄타워 프리미엄룸(코너룸)과 17층 이상 객실. 레노베이

션 후 더욱 쾌적해져 허니무너들에게 인기가 높다. 로얄클럽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오세아나 A 
전 객실이 바다를 향해 있으며, 스탠다드 룸과 수페리어 플러스 룸이 위치해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수페리어 플러스 룸 

5층 이상에 위치한 객실이 수페리어 플러스 룸

이며, 원목 바닥의 깔끔함과 넓은 침대의 편안

함이 강점인 룸. 목욕용 가운과 슬리퍼가 제공

된다.

오세아나 B 
32층 높이의 객실 동으로 3층과 4층에 스탠다

드 룸이, 5층 이상에 수페리어 룸이 위치한다.

PIC GUAM	❸	Accommodation

내 집 같은 편안함
PIC 괌은 로얄타워, 오세아나 A, 오세아나 B 세 개 동에 777개의 객실을 갖춘 괌 최대 

규모의 특급 호텔이다. 2012년 봄 전객실의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숙소에서	100배	편안하게	지내는	방법		

•	골라서	보는	TV	채널 실시간 한국 채널 방송 : PIC 괌-22

번(YTN), 26번(KBS World) / PIC 사이판 24번(KBS World) 

PIC 정보 채널 : PIC 괌-29번 / PIC 사이판-34번 

•	전화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다른 객실의 연결은 7번 + 방번

호. 시내전화는 9번과 지역번호, 국제전화는 8 + 011 + 국가번

호 + 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순으로 누르면 됩니다.

•	전화기에	빨간	불이	깜박깜박!	메세지가 왔습니다. 6번을 누르

고 안내 방송에 따라 메세지를 확인하세요.(메시지 청취 2번, 

반복 청취 1번, 메시지 삭제 3번)

•	에어컨	온도	조절법	괌과 사이판은 지역 특성 상 에어컨을

꺼두면 방안에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낮시간 동안은 방을 

비우더라도 꼭 에어컨을 켜두세요. 수면시간에는 방안이 너무 

춥지 않도록 low로 낮추거나 방안 온도 설정을 높여두세요.

•	호텔	내	전압은?	미국과 같은 110V. 아답터는 부티키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외출전	체크	포인트	베란다 문을 잠그셨나요? 귀중품은 금고

에 넣으셨나요? PIC 카드를 챙기셨어요?

VIP를	위한	로얄클럽	라운지	
로얄클럽 라운지는 로얄타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얄 클럽 룸 이상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VIP 서비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콘티넨탈 조식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해피 아워에는 맥주, 와인 등이 제공되고 언제라

도 발코니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전담 컨시

어지 서비스와 인터넷, 회의실, 팩스, 프린터 사용이 가능. 

7:00am~10:00pm

쾌적한	인테리어의	수페리어	플러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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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IVANA SPA  지바나 스파 
괌 최고의 웰빙 스파이자 PIC가 직접 운영하는 '지바나 스파'. 고대 전통적 테라피와 동양의 기, 디톡스 요법들이 접목 

되어 심신의 피로 회복은 물론 건강과 영혼의 휴식까지 찾아준다. 미국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갖춘 테라피스트들이 1 : 1 

맞춤식 케어를 제공한다. 또한 PIC 괌에서 직접 브랜딩한 천연 아로마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바나 스파'샵에서는 

스파 제품과 기를 강화시켜 주는 주얼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시설 총 14개의 테라피실(커플룸, 아쿠아치 

해독 룸 포함), 야외 자쿠지, FIR 사우나 룸, 

가든 내 티테이블, 샤워실, 탈의실 

• 운영시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

지 

• 예약 구내전화 '3106' 또는 '0'번을 통해 또

는 로비의 컨시어지 데스크

• 이용 연령 18세 이상의 성인과 보호자를

동반한 미성년자에 한해 제공 

PIC GUAM	❹	Special	Service

한층 새로워진 PIC의 또 다른 매력
휴가의 모든 것이 가능한 PIC 괌, 웰빙 라이프를 위한 지바나 스파와 잊지 못할 추억의 웨딩까지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지바나	스파	

지바나만의		아로마	천연
제품을	사용한다.	

마사지	&	바디케어	시	아로마	풋	베스	제공	

자연이 주는 안식 

지바나 스파 인기 프로그램

마사지	&	바디	케어 

아로마 풋 베스를 시작으로 60/90/120분간 

제공 

•	지바나	여행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를 위해 

지압, 아로마테라피, 근육이완, 기 치료 병행

•	임산부를	위한	마사지	부종 완화, 신체 순

환, 임신으로 인해 거칠어진 피부에 효과적

•	부교감	신경	테라피	편두통, 턱관절 및 중추

신경계 치유에 효과적

디톡스	트리트먼트	

몸안의 독소 제거 

•	FIR	사우나	원적외선으로 신체 정화, 체중 

감량 및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조절 

•	아쿠아치	풋	베스	물을 통해 신체에 전기 

기장을 일으켜 몸속 에너지 균형을 바로 

잡아줌. 간과 심장, 염증 완화에 효과적 

•	이어	캔들링	자연 치료법의 하나로 귓속

불순물 제거, 알레르기, 어지럼증 치유에 

좋다. 

요가	프로그램	

하루에 두번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무료 클래

스 제공 

- 매트 무료 제공

- 위치: 요가 파빌리온

- 시간: 월~일요일 오전, 오후 2회

          자세한 스케줄은 컨시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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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괌 세인트 라구나 채플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듯한 PIC 괌 세인트 라구나 

채플은 세련된 화이트 톤의 실내에 삼면의 통창을 

통해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창 너머 코발트

빛 바다가 펼쳐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PIC

의 새로운 웨딩패키지는 결혼식과 신혼여행 전과

정이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지며, 특히 전문 웨딩 

컨설턴트가 최고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식이 끝나면 채플 바로 옆 프라이빗 파티룸인 화이트 

테라스에서 고급 피로연이 가능하다. 6~45인까지의 

하객과 함께 PIC의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면 최고

의 쉐프가 제공하는 웨딩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이곳

은 젊은 커플들은 물론 결혼기념일을 맞은 리마인드 

웨딩객들에게도 품격있는 결혼식을 선사한다. 최수

종, 하희라 부부 등 연예인들의 리마인드 웨딩 장소

로도 유명하다.

여유롭게 즐기는 골프 라운딩   
PIC 괌 고객은 CCP $30 할

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한 골드카드 손님은 CCP, 

레오팔레스, 탈로포포, 망길

라오에서 아침과 점심식사

를 할 수 있다. 골프장 예약

은 리조트 내 컨시어지 또는 

로비 옆 투어 데스크에서 가

능. 슈즈와 골프클럽은 골프

장에서 대여할 수 있다.

연회장 서비스   
PIC 괌 멀티플렉스 연회장인 

퍼시픽 파빌리온의 경우 최대 

1,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단체 디너 파티는 물론 콘서트, 

댄스 파티까지 가능하다. PIC 

사이판은 4개의 실내외 연회장

을  갖추고 있으며, 찰리스 바

의 경우 스테이지와 계단식 연

회장으로 되어 있다.

Tropical  Wedding

채플	웨딩	정보	
시설 웨딩 채플, 브라이드 룸, 라운지,

화이트 테라스(연회장)

종교 기독교 / 언어 영어 / 연주악기 오르간 

천혜의 자연속에서 펼치는 골프 경기

로맨틱한	조명으로	더욱	아름다운	밤을		연출한	채플	웨딩	

고급스러운	피로연	장소사랑의	서약

사이판에는	C.O.P	코럴	오션	포인트,	라오라오	베이,	킹피
셔	등의	골프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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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놀고, 영어도 익히고, 나눔도 실천하고

나눔씨앗 영어 클래스!  
PIC 리조트 내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소중함과 실천방법을 알려주는 나눔 영

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액티비티와 교재 수업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나눔을 

배울 수 있습니다. 총 2일의 수업을 모두 이수하면 나눔씨앗 영어교재, 저금통, 나눔 

씨앗 '수료증'을 드립니다. 장소: 시헤키 플레이하우스(괌) / 키즈라운지(사이판) 참가

비: 괌 $1, 사이판 $10 기부금(아름다운 가게) / PIC 사이판 나눔씨앗 여행 이용 아동

은 무료 

나눔씨앗 여행 다녀오셨나요?   
PIC 가족여행과 함께 자동기부가 이루어지고, 

나눔씨앗 클래스에 참가하며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여행입니다.

나눔씨앗 클래스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즐거운 게임과 액티비티

를 통해 나눔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수업은 아름다운 가게의 전문가들이 구성한 프로

그램으로 이루어지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클럽

메이트들이 영어로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의 천국 

Kids Club  
만 4~12세 미만 어린이만을 위한 키즈클럽에는 각종 스포츠 강습은 물론, 페이스 페

인팅, 모래성 쌓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부모가 PIC 시설을 즐기는 

동안 어린이들은 클럽메이트 및 세계 각국 친구들과 함께 각종 스포츠와 게임을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키즈클럽 상식 
• 키즈클럽 등록 오전 9:00~10:00 / 오후 1:00~2:00 작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 오전반 9:00am~11:45am / 오후반 1:00pm~4:45pm 

아이들도 신나요!
PIC 괌과 사이판에는 30cm의 낮은 풀에 놀이 시설에 있는 '시헤키 스플래시 풀'과 개구

쟁이 악어 '그레첸', 느림보 거북이 '티모시' 등 동물 인형들이 떠있는 수중 동물원이 있다.

PIC Challenge Program (사이판) / Fun Card (괌)
10가지 액티비티 미션을 완수하라! 
PIC 괌과 사이판의 미션 프로그램은 PIC 리조트의 다

양한 스포츠 시설과 액티비티를 100배 즐길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 PIC 사이판은 첫날 받은 미션 

패스포트에 있는 10가지 미션을 하나씩 완수할 때마

다 클럽메이트에게 성공스탬프를 받게 된다. 10가지 

미션을 해결해가면서 얻는 스릴과 통쾌함은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PIC 기념품도 받게 된다. PIC 

괌은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받은 펀카드에 있는 10가지 미션 중 7가지 이상을 성공하

면 메달과 F&B 상품권을 받게 된다.

나눔씨앗 기금과 함께 하세요.   
'나눔씨앗'은 어린이들에게 나누는 삶과 기부의 

기쁨을 알려주는 교육 기금입니다. 국내 '나눔씨

앗 리더십 캠프'와 어린이 나눔 실천 캠페인 그리

고 소외 아동을 위한  '나눔씨앗 희망 캠프'를 위해 

사용됩니다.

키즈	풀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키즈라운지

시헤키	플레이	하우스	

영•유아	실내놀이방	시헤키	플레이하우스(괌)/키즈라운지(사이판)
PIC	괌과	사이판	모두	만	4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중이다.	부모	동반시	입장이	
허용되며	실내에서도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PIC	괌은	12:00~14:00	휴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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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SAIPAN
Leisure & Sports
Paradise
그림엽서 같은 남태평양 한 가운데의 섬, 에메랄드 빛 바다로 장식된 백사장,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즐기는 행복,

파도처럼 끝없이 즐거움이 밀려드는 그곳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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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 SAIPAN MAP

레이저	태그	파크	

랩	풀

갤리

츠나미	폭포

레이지	리버

키즈	클럽

마젤란

부이바/
인포메이션	센터	

비치	액티비티	센터	

씨사이드	그릴	

포인트	브레이크	

시헤키	스플래시	풀

액티비티	풀

워터슬라이드

파빌리온

양궁/골프/농구코트

미니골프

테니스센터

액티비티	필드	

암벽타기	

비치	바비큐	

이슬라	테판야끼(9월	오픈)	

화장실과	사물보관함

게임룸,	사물보관함,	화장실	
히네물루	피트니스	센터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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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스톱 익사이팅, 레포츠의 천국 
40여 가지의 액티비티 시설을 갖춘 PIC 사이판의 워터파크는 아름다운 

조경과 다이나믹한 액티비티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PIC SAIPAN	❶	Activities

      시원한 물놀이의 휴혹, 워터파크 존 
흐르는 물위에 튜브를 타고 '여유롭게' 즐기는 레이지 리버와 밀려오는 파도를  

헤치며 서핑을 즐기는 포인트 브레이크는 PIC 사이판의 최고 인기 시설. 수영장

에는 워터 슬라이드, 수중동물원 등이 갖추어져 있고, 워터 에어로빅, 폴로, 농구,  

배구 등의 다양한 워터 스포츠가 가능하다. 
    

푸른바다의 매력
속으로 , 비치 존 

PIC 사이판 리조트내의 비치 

센터에서는 카약과 윈드서핑, 

세일링, 스노클링 등의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모든 

장비는 무료 대여가 가능하

며 클럽메이트의 강습을 받아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❶ 레이지	리버 1인용 튜브를 타고 흐르는 물을

따라가며 푸른 하늘의 눈부심과 이국적 전경의 평화

로움을 만끽해보자. 또는 30m 높이의 츠나미 폭포

에 도전해보거나 분수대의 소용돌이 속에 몸을 맡기

고 좀 더 짜릿한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다. ❷ 포인

트	브레이크 1m 높이의 인공 파도 위에서 즐기는 서

핑. 초보자의 경우 엎드려서, 조금 숙련되면 앉거나 

서서 탈 수 있다. ❸ 스킨스쿠버 3m 깊이의 깊은 풀

에서 이루어지는 스킨 스쿠버 강습 ❹ 워터슬라이드 

두가지 갈래길 중 나의 선택은? 폭포를 뚫고 나오게 

되는 슬라이드가 어느 쪽인지 맞춰보자.

전용	해변에서	누리는	여유

파도를	가르는	포인트브레이크	

스킨스쿠버	강습	 클럽메이트와	수중	에어로빅을	

❶ 윈드서핑 바람을 타고 바다를 가르는 쾌감을 

즐겨보자. 기초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

도 도전해 볼 수 있다. ❷ 스노클링 투어 바닷속

의 알록달록 물고기의 신비함. 비치센터에서 물고

기 밥을 받아서 가면 물고기에 둘러 쌓이는 경험

을 할 수 있다. ❸ 세일링 때론 우아하게 항해의 즐

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클럽메이트가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❹ 카약 여러명이 노를 저어가는 카약은 다함께 호

흡이 맞는 순간 스피드와 재미가 두배로 상승된다.

BEST 4
BEST 4

A

B

드넓은	바다	위	세일링

BEST
여유로운	물살을	즐기는	레이지	리버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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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에어로빅	강습	부이바 옆

크랩 풀장에서 글로벌 친구들과 

함께 물속에서 에어로빅을.

•	테니스	레슨	초급, 중급, 상급 레벨

에 맞게 신청하여 배울 수 있다.

•	스쿠버	다이빙,	윈드서핑	매일

매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어느덧 숙련되게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	키즈	윈드서핑	강습	해변 비치

센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윈드

서핑을 배울 수 있다.

•	키즈	테니스	강습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테니스 레슨도 놓치지 

말자.

매일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

지 1시간 동안 마젤란 레스토랑 안에 

있는 '찰리스 바', '부이바', 해변가, 

게임룸 등지에서 클럽메이트들의 

화려한 쇼가 펼쳐진다. 원주민쇼,

코믹쇼,	댄스파티,	비치	게임,	카지

노	게임,	카우보이쇼 등 1주일 단위

로 매일 다른 쇼가 진행된다. 관객들

과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즐거움

을 배가시키고 있다. PIC 투숙객이라

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스포츠 마니아의 선택,
스포츠 존 

PIC 사이판의 스포츠 존에서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한계에 도전하는 익스트림 스포

츠 인공 암벽타기를 즐길 수 있다. 안전 장비

를 갖추고 , 클럽메이트의 지도를 받으면 초보

자라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스포츠 필드에서

는 배드민턴, 양궁, 미니 골프 등 다양한 스포

츠도 가능하다. 특히 4개의 대형 테니스 코트

장과 테니스 강습 코스는 현지에서도 유명하

다. 또한 새롭게 오픈한 레이저 태그도 인기 

액티비티.

❶ 인공암벽타기 몸에 로프를 잇고 아슬아슬

벽을 타고 올라가 종을 치는 짜릿함

❷ 레이저태그 레이저총을 가지고 두 팀으로

나뉘어 즐기는 서바이벌

❸ 게임룸 당구, 각종 게임 그리고 보드게임까

지 준비되어 있어 친구와 함께 쉬어가는 장소로 

적합하다.

❹ 테니스	매치 매일 오후 5시 클럽메이트와의 

테니스 매치가 펼쳐진다. 초보를 위한 클래스도 

준비되어 있다. 

BEST 4

짜릿한	인공	암벽타기

가족	또는	친구와	즐기는	서바이벌	게임,	레이저	태그	

BEST

C 놓치면 후회하는 PIC의 특별 액티비티  
후회없이 즐기고 싶다면 머무는 동안 꼭 참여할 액티비티의 

목록을 미리 정해 두고, 시간과 장소를 체크해 놓치지 않도록!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스텝 바이 스텝 

 아이들을 위한 스페셜 레슨

 클럽메이트 쇼 

TIP
PIC	매니아가	말하는	이거	몰랐지?		

Q.	워터파크에	들고나온	카메라와	비치	가방,	어디	맡겨둘	곳	없나요?

귀중품은 되도록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하시고, 소지하고 나오신 귀중품은 물놀이 중 

워터파크 내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세요. PIC 괌 / 사이판 모두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놀이	중	목이	말라요.	방안에 비치되어 있는 무료 생수를 두고 오셨군요? 걱정마

세요. 워터파크 곳곳에 식수대가 있습니다. 가까운 식수대 위치는 클럽메이트에게 

문의하세요. 생수나 음료의 구입은 부이바, 부티키 등에서 가능합니다.

Q.	재미있게	놀다	더러워지고	젖은	옷들,	어떻게	할까요?	걱정마세요. PIC 괌과

사이판에는 동전 세탁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 PIC 괌 오세아나 A 2층

과 로얄타워 2층 / PIC 사이판 1층 세일즈 오피스 건너편 / 세탁기, 건조기 별도(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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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중식 석식 
PIC SAIPAN	❷	Bar & Restaurants

산해진미가 눈 앞에!
여행의 중요 즐거움 중 하나는 먹는 것. 미각이 만족스러워야 백배 

즐거운 여행이 가능하다.  

온	가족이	즐기는	해변	바비큐	 부이바에서	느끼는	밤의	열기	

MAGELLAN
마젤란 

PIC 사이판의 대표 레스토랑 마젤란 뷔페는 꾸준한 레노베이션으로 한층 넓고 쾌

적해졌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매 끼니마다 다른 테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

며 특히 쉐프 쿠킹 코너에서 제공되는 스페셜 메뉴는 꼭 놓치지 말고 이용하자. 점

심과 저녁에는 무제한 맥주와 와인, 그리고 일요일에는 선데이 브런치 가능.

추천메뉴 새우와 크랩 등의 해산물 요리, 테마 음식으로 선보이는 비빔밥. 화: 남태평양 

BBQ(저녁), 수: 인도(점심), 목: 타이(점심), 일: 유럽(저녁) 운영시간 7:00am~10:00am / 

11:30pm~2:00pm / 6:00pm~9:00pm / 선데이 브런치 11:00am~2:00pm

SEASIDE GRILL 씨사이드 그릴 
아름다운 석양과 에메랄드 빛 바다를 조망하며 디너를 즐길 수 있는 씨사이드 그릴

은 최상의 맛과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맨틱한 고급 레스토랑, 골드카

드로 스테이크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드레스 코드를 지키는 것도 잊지말자.

추천메뉴 스테이크 코스 요리. 바닷가재와 스테이크의 조화로운 만남, '서프 & 터프'(골드카드

소지자도 추가 요금 $35지불) TIP 이 곳은 실내와 실외 두 곳에 테이블이 있다. 전망 좋은 디너

를 원한다면 미리 야외테이블을 예약해 두는 센스를 발휘하자. 해피아워 5:00pm~7:00pm / 

디너 5:00pm~9:30pm PIC 전용 해변에 위치  ※예약필수

OUTDOOR BEACH BBQ 해변 바비큐 
해변가 야외 레스토랑, BBQ 테이블에서 즐기는 특별한 파티, 스테이크, 해산물 등 

다양한 뷔페 메뉴와 아름다운 전경이 맛을 돋운다.

1차: 6:00pm~8:00pm / 2차: 8:00pm~ PIC 전용 해변 씨사이드 그릴 옆 ※예약필수

THE GALLEY 갤리   
스파게티, 피자 등 이탈리안 음식과 일식이 동시에 판매되는 곳. 캐주얼 식당인 

만큼 이용이 자유롭다. 한국식 라면, 냉면 뿐만 아니라 불고기도 제공되며 테이크 

아웃 가능. 저녁시간에는 샤브샤브도 즐길 수 있다.

조식 6:00am~11:00am / 중식 11:00am~5:00pm / 석식 5:00pm~11:00pm 게임룸 옆  

BUOY BAR 부이바   
각종 열대 음료와 맥주 등을 판매, 밤에는 라이브 연주가 곁들어져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

11:00am~12:00am(밤) / 해피아워 7:00pm~9:00pm(음료 50%할인) 인포메이션 센터 옆

놓치면	후회하는	PIC	별미	

•	물놀이	중	점심은	갤리에서	수영복 차림이라면 갤리의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자.

•	씨사이드	그릴의	해피아워	매일 오후 5:00~7:00에 음료가 50% 할인된다.

•	마젤란	아이스크림의	특별함	이곳의 아이스크림은 요리사가 직접 블랜딩해서 만든 것

으로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이다.

BEST

다양한	테마의	음식이	가득한	마젤란

아일랜드 스타일 패밀리 런치 BBQ별도 운영

장소: 씨사이드 그릴 해변앞/시간: 12:00pm~5:00pm 최소 2인분 이상시 주문 가능

※예약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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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객을 위한 실속 있는 수페리어 룸  
세 개 동의 객실 건물에서 테니스코트 방향 객실이 모두 

수페리어 룸, 넓은 실내에 두 개의 더블 베드와 소파 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워터파크 뷰, 디럭스 룸 
워터파크를 향해 있는 객실이 디럭스 룸, 디럭스 룸의 

매력은 고급스런 서비스에 있다. 오후 객실 정돈 서비스인 

턴다운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전망이 아름다운 방, 오션 프론트 디럭스 룸 
타시윙의 바다를 향해 있는 객실 2층~4층. 전 객실 오션뷰로 사이판의 아름다운 

석양을 방안에서 즐길 수 있다.

프라이빗 자쿠지의 로맨틱함, 오션 프론트 자쿠지 룸 
타시윙 오션 프론트 객실 동 1층에 자리한 룸에는 프라이빗한 자쿠지를 즐길 수 

있도록 발코니에 자쿠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캐노피 침대가 있어 허니무너

들에게 인기 

TIP

PIC SAIPAN	❸	Accommodation

내 여행의 완벽한 보금자리 
PIC 사이판은 티니안윙, 로타윙, 타시윙, 3개동 총 308개 객실로 구성되어 있다. 5~6층 

높이의 낮은 건물이 사이판의 이국적 풍경과 어우러져 있는 것이 특징. 티니안과 로타윙은 

원목 바닥의 객실로 따뜻한 느낌을, 타시윙은 타일 장식으로 깨끗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PIC	매니아가	말하는	이거	몰랐지?		

•	사각사각	시원한	얼음	제빙기 PIC 괌은 객실 건물 각층 복도 끝. (단 오세아나 B는

홀수층에) PIC 사이판은 각층의 타시윙과 로타윙 사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가족	여행객을	위한	커넥팅룸	삼대가 함께 하는 여행을 위해 PIC 괌과 사이판에는

커넥팅 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시 사전 요청 필수. (추가 요금 있습니다)

•	당신의	여행	도우미	PIC	컨시어지	PIC 호텔 전반에 대한 서비스 및 부대시설 이용

에 대한 안내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구내전화 괌(3304), 사이판(5170) 또는 프론트 

데스크 옆 컨시어지 데스트, 한국인 직원 가능 

•	베이비시터	서비스	3세까지 어린이를 보살펴주는 유료서비스로 컨시어지에서 신청

해주세요.(PIC 사이판에서 이용가능)
디럭스,	수페리어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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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about PIC II

PIC 멤버십 카드    
PIC에서는 지갑이 필요 없다. 체크인 시 발급받은 PIC 멤버십 카드로 객실 출입, 

식사, 액티비티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리조트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금은 멤버

쉽카드로 룸차지를 할 수 있으며, 이용금액은 체크 아웃 시 일괄 청구된다.

아이들은 무료! 부모가 골드카드를 소지한 경우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키즈 골드 카드 제공. 전 일정 식사와 액티비티 및 강습 이용이 모두 무료.  

동반 어른 1인에 어린이 1인. 한가족 당 최대 2명까지 가능.

신혼 여행객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

PIC는 1일 3식이 포함된 골드카드 이외에도 신혼여행객

을 위한 멤버십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PIC 괌의 플루메

리아 카드와 사이판의 플래티늄 카드, 아일랜드 허니문 

카드는 웰빙 스파와 랍스터 요리, 선셋 바비큐, 서프 & 

터프 디너 등 신혼여행객을 위한 로맨틱하면서도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PIC 카드 이용 시 주의 사항 

PIC 괌의 경우 로얄 타워 클럽 룸 이상의 고객에게 

로얄 클럽 라운지 출입이 가능한 카드가 주어진다. 

멤버십 카드 분실 시 카드 재발급비가 청구된다. 워터파

크를 위한 풀카드는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타올로 교환, 

체크아웃시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분실 시 패널티 $10) / PIC 사이판은 장비 대여

시 객실키를 제출해야 한다.(물품 반납시 키 반환)

BOUTIKI 부티키
PIC의 로고숍 부티키에

는 PIC 로고 제품과 기

념품, 음료와 스낵, 선크

림, 선글라스, 간단한 약

품 등 다양한 편의 물

품까지 구비되어 있다. 

특히 PIC 로고가 새겨진 

래쉬가드(선번을 방지해 주는 수영복), 티셔츠, 모자는 인기 아이템. 또한 친구, 가

족, 동료들을 위한 열쇠고리, 장식품, 초콜릿, 과자 등이 구비되어 있어 쇼핑 걱정

을 덜어준다.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들러 추억의 소품을 장만해 보는 것도 좋다.

GUAM 8:00am~11:30pm 로얄타워 LL층 

SAIPAN 8:00am~11:00pm 마젤란 옆 

INTERNET SERVICE 인터넷 서비스 
PIC 괌과 사이판은 로비층에 인터넷 라운지가 있으며 무선 인터넷도 할 수 있다. 

PIC 괌은 모든 객실에서 유선 인터넷이 가능하며 로얄타워 전객실에서는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PIC 사이판은 오션 프론트 룸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며 사이판 내 어디서나 무제한 와이파이가 가능한 무선 단말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념일도 PIC와 함께 해요.
결혼기념일, 생일 등 특별한 날에 PIC

를 방문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직원에

게 알려줄 것. 무료로 제공되는 달콤

한 케이크와 함께 클럽메이트와 PIC 

스태프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다.

(컨시어지에 문의)

PIC 한국어 홈페이지
www.pic.co.kr 에는 PIC 괌과 사이판 정보, UCC, 여행팁, 여행 후기 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과 푸짐한 상품이 걸린 이벤트의 기회가 있다. 또한 PIC는 블로

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Membership Card

Membership Card
GOLDMeMMembMembMembMemMembMemMembMembeMemMemMembMembembMeembMeemMemembeMememMembMembMemmembmbeMembeMembeMembMembMembmbMembMembbbMembembeeM bMembMembeMembeMembMMemMemMeeeeMemmbMMembmMembembMembbebbMMembMemMMemMeeembeMeMembMemMembebbmbeMMemMMembeembMembeemMembmbMemmbebeMembebbeMMMembMMemMM mbmmmbeMMMMMMMembMeemmmmmmbeMembeMMMemMMembeMMMeembeembmmmmMemMembbeMMMMMMeMMMembeeMemmbMembeeeeeMembembeMMMMMMMMembeMembembeemmmMembbMembeeeeMMMMMMembMMMembemeeemmbbMembbeeeeeeMMMembMembbbbeeeeMembeeMMMM bbbbebbeeeeeeeMMMMMMMMee bbbbbeeMembeeeeeMMMMembMMMMM mbbbbeeeeeeeeMMMMMMMe bbeeeeeeerrsrsrsrshhhhhishiphhihipshipippiprrshhhhiphhshiphiphiihiphippshshhhihhiiiihiphipshhhhhhiipiipipprshhhhhhiiphipshhhhh ppppppsshhhhipppprsrsrssssshhhhhiipppppprsrsshhhhhhhiiippppippphipsshhhhipippppppppiprsshhhhhhihiipippppppprrrrsshhhhiiipppprrrrr hhhhiiipphippppppprrrrrsshhhhiiiipppppiprshipprrrshirrrshhiipip CCaCardCCardCarardCardCardaardardardardCCardCararddCarda dCaCCarddCaC dC d

Membership Card
GOLD

Membership Card

Membership Card
SILVERMeMMembMembMembMembMembMemMembMembeMemMembeMembeemembMembMembMemmembMemmbeMembembMembMembmbMembMembbbMembeeMembeM bMembMembeMembeMMMemMeeeemmbMMembMemMemMembMemM bbebbMMembMemM bMMemMeeeMeMembMemMembeMemMembebbmbeMMemMMembembeembeemmbembembeMembebMMMemMMemMM mmmmMembMembeMembeMMMMMMembMMeemmmmmmMembeeMMMemMMembeMMMMMeMeembembmmmMemMemMembbebeMembeMMMMMeMMeeMembmbMembeeeMembeMembeeMembeMMMMMMMMMembeMembMemeemmmMembbeeeMMMMMMMembemeeemmbembbembMembbeeeeeeeMMMMMemmbbbbbeeeeeeMMMMembMMM mbbbebbeeeeeeeMMMMMMMe bbbbeeMembeeeeeMMMMMM bbbeeeeeeeeMMMMMMMemMe bbbeeeeeeerrsrsrsrshhhhhhishhiphipshiphippiphhhhhshipiihiphipppshhhhihhiiphiiihipshhhhhhipiipipphhhhhippssshhhhhhipppprssshhhhhipppprsrsrsrssshhhhhiipppppprsshhhhhhhiiippppippphipsshhhhipipppippppiprssshhhhhhiipphipppppprrrrrsshhhiiippshipppprrrrr hhhhhiiipphipppipppprrrrrsshhhiiippppiprshipprrrshirrrsshhiip CCaCardCCardCarardCardCardaardardardardCCardCararddCardCaC dCarddCaC drdC

Membership Card
SILVER

히네물루	피트니스	센터(사이판)		
차모로어로 '건강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히네물루' 피트니스 센터에는 다양한 운동기구

가 구비되어 있다. PIC 사이판 멤버십 소지자와 

투숙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AIPAN 6:00am~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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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IC만의 스포츠 & 파티 스케줄

스포츠 마니아들을 위한 제안     
PIC 괌과 사이판에서 일년 내내 펼쳐지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확인해두자. 

그리고 농구,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팀을 후원하고 있는 PIC 홈페이지를 정기적

으로 체크해두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와 함께 휴가를 즐기는 팬 투어의 기회도 

잡을 수 있다. 

괌 국제 마라톤 대회
마라톤으로 건강한 휴가를 
매년 4월 대회가 열린다. 1991년 300여 명의 참가

자로 시작된 이 대회는 매년 세계적 마라토너들

과 전 세계에서 온 일반인들의 참여로 명실공히 

괌의 대표적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잡았다. 

괌 최초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마라

톤 대회 협회 공식 인증을 획득한 대회로 괌 정부 

관광청(GVB), PIC 괌, United Airlines가 주최하는 

대회이다. 5K, 10K와 하프, 풀 마라톤으로 구성되

어 있고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부상이 주어진다.

놓치지 마세요. PIC는 매년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한 공동구매를 실시한다. 또

매년 한국의 연예인들이 기부금 마련을 위한 레이스를 펼치기도 한다.

특별한 날을 PIC에서 더욱 특별하게  
PIC 괌과 사이판은 일년 내내 축제 분위기. 쾌활한 클럽메이트와 PIC의 스태프들

이 벌이는 특별한 날의 파티는 여행의 즐거움을 백배 높인다.

주요	파티	일정

2월	설날	이벤트 한국 고객을 위한 떡국과 설 음식이 준비되고 낮 동안 워터파크에서는 윷놀

이 등의 전통놀이가 펼쳐진다.

9월	추석	이벤트 추석 설빔을 괌과 사이판에서? PIC에서는 가능하다. 추석 음식과 함께 클럽

메이트와 전통놀이 한마당을 벌여보자.

10월	할로윈	파티 전 세계 귀신들이 한 곳에 모였다. 고객들과 클럽메이트 전 스태프들이 함

께 모여 벌이는 할로윈 커스튬 파티. 클럽메이트가 의상 준비를 도와준다.

12월	크리스마스	파티 비키니 수영복과 미니 스커트, 반바지를 입고 즐기는 한겨울의 크리스

마스. 따뜻한 나라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어떨까?

12월	31일	신년	파티 낮부터 워터파크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즐기는 다양한 이벤트와

게임이 벌어진다. 저녁에는 씨사이드 그릴의 샴페인 디너 등의 특별 메뉴가 제공되고 화려

하게 밤 하늘을 수놓은 불꽃 놀이와 함께 모두 한자리에 모여 왁자지껄 카운트 다운 파티가 

시작된다.

단순한 리조트는 가라! 매년 PIC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행사와 이벤트,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파티가 벌어진다.

상도 타고, 휴가도 즐기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PIC와 함께하는 파티~! 파티~!

주요	스포츠	행사		
1월 투어 오브 괌(ToG) 사이클 대회 

3월 PIC 사이판 철인 삼종 경기 

4월 괌 국제 마라톤 대회 

4월 PIC 사이판 연간 테니스 대회 

9월 PIC 사이판 국제 포인트브레이크 대회 

11월 PIC 사이판 10K & 하프 마라톤 대회
 (로드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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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휴가 스타일은 ?

가족 혹은 연인과 오붓하게, 때로는 친구와 함께 신나게,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즐기고 싶은 휴가, 
PIC에서는 내가 원하는 휴가의 모든 것이 있다. 

The most you will
                 get out of holiday!

EXCITING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유쾌한 휴가   
스포츠를 즐기고, 활동적인 그대. 친구와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다른 문화와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사람이

라면 PIC의 워터파크와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에 푹 빠져보자. 휴가제안	>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윈드서핑,	포인트

브레이크,	암벽타기,	수중농구	등	다이나믹	스포츠를	즐겨보자.	장비는	물론	강습까지	무료이니	일석이조.

FAMILY 삼대가 함께여서 더욱 행복한 휴가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은 물론 키즈 골드카드가 무료로 제공되는 PIC는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 만점. 특히 아이들을 

위한 키즈 클럽과 엄마를 위한 웰빙 스파, 아빠를 위한 다양한 스포츠가 있어서 좋다. 

휴가제안	>	아이와	함께	워터	슬라이드,	카약	즐기기,	엄마를	위해	스파를	예약하는	센스~!

ROMANTIC  연인과 함께하는 로맨틱 홀리데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면 PIC로 가자. 낮에는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놀고, 밤에는 석양이 

아름다운 PIC 전용해변에서 산책을. 휴가제안	>	PIC	사이판의	레이지	리버,	PIC	괌의	라군	카약,	비치	세일링,	나이트	이벤트들

은	연인의	필수	코스,	저녁에는	비스트로,	씨사이드	그릴	등을	미리	예약해서	분위기	있는	식사를	즐길	것.

RELAXING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재충전의 시간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아무 생각없이 쉴 수 있는 곳. 파란 하늘 아래 누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다 마음이 동하면 바다속에 온 몸을 담그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PIC다.

휴가제안	>	해먹이나	바닷가	선베드에	누워	여유를	부리며	책을	읽거나	레이지	리버에	몸을	맡기고	하늘과	경치를	즐겨보기.

믿음직한 친구, 클럽메이트    
PIC 내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클럽메이트는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등 각국에서 선발된 스포츠 강사 자격증까지 갖춘 전문 엔터테

이너들이다. 각종 스포츠 강습은 물론 액티비티, 게임 등을 진행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키즈클럽에서 아이들의 

좋은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고객의 안전과 편의까지 돌보고 

있는 그들은 PIC만의 멀티 플레이어.

"안녕하세요!
PIC의 마스코트 시헤키예요"
PIC는 마이크로네시아의 '킹피셔'라는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새 보호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 새를 본 딴 '시헤키'를 

마스코트로 지정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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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림이의 PIC 나눔씨앗 여행

내 아이를 위한 가족여행

"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한 
PIC 여행. 너무 재밌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내년에는 
내 친구 은주와 같이 오고싶다."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는 활쏘기! TV에서만 보았는데, 실제로 해보니 

참 재미있었다. 미국인 친구보다 내가 더 멀리 쏘아 기분이 좋았다.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 조금 무서웠지만 엄마, 아빠가 잡아

줘서 괜찮았다. 징검다리 건너기 성공!

엄마, 아빠와 신나는 물놀이를 했다. 
매일 매일 PIC 사이판에 오면 좋겠다.

아빠가 골프를 칠 때 구경만 했었는데, 이 곳

에서는 혜림이도 골프를 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공을 넣는게 어려웠지만 재미있는 놀이 같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 바다는 굉장히 파랗고 넓었다. 배를 운전해준 클럽메이트 오빠도 참 친절하고 멋있었다. 

나눔씨앗 클래스가 끝났다. 예쁜 책과 저금통, 수료증도 선물받았다. 

내일부터 저금통에 백원씩 모아서 아픈 친구를 도와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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