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판 골프투어 안내사이판 골프투어 안내

2011



목 차

사이판 지역소개1

사이판 골프장 소개2 사이판 골프장 소개2

사이판 주요 호텔 소개3

사이판 추천 옵션 소개4



Ⅰ. 사이판 지역소개

마리아나로 떠나야 하는 이유 Top 10

1. 짧은 비행거리 및 서울/부산에서 직항

2. 가장 가까운 미국령

3. 7색의 산호바다, 천혜의 자연 환경

4 최고의 리조트 시설/ 한국인 직원 상주4. 최고의 리조트 시설/ 한국인 직원 상주

5. 안전한 여행지 / 다양한 체험여행

6. 가족 및 개별여행의 천국

7. 허니문을 위한 로맨틱 아일랜드

8. 골프 및 인센티브 맞춤 여행

9. 쇼핑 및 식도락 여행



Ⅰ-2. 항공 스케줄

 한국 / 사이판 직항 운항

1. 서울에서 주 11회

2 주당 약 2 750석 공급2. 주당 약 2,750석 공급

비행시간 : 4시간 30분

출 발 편 명 출발시간 운항횟수 기 종 공급석
주 당
공급석

비행시간 : 4시간 30분

공급석

ICN

OZ605 20:10 매일 B767 250 1,750

ICN

OZ603 09:00
일,화 (4N5D)
목,토 (3N4D)

B767 250 1,000



Ⅱ. 사이판 골프코스 소개

라오라오 베이 골프 리조트

마리아나 컨트리 클럽

산호섬의 절경,

수채화 속 골프 라운드

코랄 오션 포인트 리조트 클럽

사이판

킹피셔 골프 링크스

사이판

로 타

로타 리조트 & 컨트리 클럽



Ⅱ. 사이판 골프코스 소개(라오라오베이 골프클럽)

 LLBGR 소개

위 치 :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라우라우만

(서울 → 사이판 4시간, 사이판 공항→ 리조트 15분) 

제 원 : 36홀 (East 6 334야드 West 6 805야드)제 원 : 36홀 (East 6,334야드, West 6,805야드) 

Greg Norman (코스설계) / 켄 민성진 (건축설계)

주요시설 : 타워형콘도 54실, 클럽하우스 및 야외수영장

레스토랑, 가라오케, 프로샵, 발맛사지 외



1-3. 라오라오베이 골프 클럽

 LLBGR 조감도



1-4. 라오라오베이 골프 클럽

 LLBGR 골프코스

G lf C D i : G N (호주) / 사이판 최대 36H 골프장Golf Course Design :  Greg Norman (호주)    / 사이판 최대 36H 골프장

- East  Course (해안절벽 코스)   :   18 Hole ,  6,329 Yards,  Par 72

West Course (내륙정글 코스) : 18 Hole 6 991 Yards Par 72- West Course (내륙정글 코스)   :   18 Hole ,  6,991 Yards,  Par 72    



⊙ 골프장 소개 라오라오베이 (LAO LAO BAY GOLFT )



⊙ 골프장 소개 라오라오베이 (LAO LAO BAY GOLFT )



⊙ 골프장 소개 라오라오베이 (LAO LAO BAY GOLFT )



1-5. LAOLAO BAY GOLF & RESORT



1-6. LAOLAO BAY GOLF & RESORT

 더 스위트 (47PY) 

7 Units   l 4인 1실 +  Extra Bed 

침실 2개, 욕실 2개, 화장실 2개, 파우더룸 2개, 거실

케이블 TV (KBS),  무선인터넷,  비데,  헤어드라이기 (전압 110V)

[ 객실 조감도 ]  



1-7. LAOLAO BAY GOLF & RESORT

 더 오션베이 (25PY)

46 Units   l 2인 1실 +  Extra Bed 

오픈형 스튜디오 타입

(더블 베드 26 Units  l 트윈 베드 20 Units)( )

케이블 TV (KBS),  무선인터넷,  

비데,  헤어드라이기 (전압 110V)

[ 객실 조감도 ]  



1-8. 라오라오베이 골프 클럽

클럽하우스 부대시설

Pro shop 

Cristal View 

Club House Lobby  

Tea House   

BLACKRUBY (Karaoke)
Tower A (B 1)  /  18:00 - 02:00   / 간단한 맥주 및 안주  위스키 판매Tower A (B 1)  /  18:00 - 02:00   / 간단한 맥주 및 안주, 위스키 판매

LOCKER 
Tower A (2 F)  / 12:00 - 20:00   / 콘도투숙객 무료, $5 (Local), $10 (FIT)

HIBISCUS (Massage)
Tower B (1 F)  / 11:00 - 02:00   / Body Massage $60 (1H)



1-9. 라오라오베이 골프 클럽



Ⅱ.  사이판 골프코스 소개 (코럴오션포인트 골프클럽)

위 치 : ㆍ공항에서 차로 약 5분내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

(DFS → COP 15분, 사이판 공항→ 리조트 5분) 

제 원 : 18홀

사이판에서 최장 골프코스 (7156야드 72파)

주요시설 : ㆍStandard : 72 객실 (침대 2개)
ㆍ Semi-Suite : 8 객실 (King Size 침대)

( )ㆍ Executive Cottage : 10 객실 (방2개, 부엌, 거실)
ㆍ Nelson Suite : 1 객실(방3개 , 2층집, Maid Quarters)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



2-2. Coral Ocean Point Golf Club

 COP 소개



2-2. Coral Ocean Point Golf Club



2-2. Coral Ocean Point Golf Club



2-3. Coral Ocean Point Golf Club

 COP 골프코스

ㆍTotal Blue Tee      : 7,156

ㆍTotal White Tee    : 6,502

ㆍTotal Orange Tee  : 6,149

ㆍTotal Red Tee       : 5,690



2-4. Coral Ocean Point Golf Club

1 년 동안 거의 매일 맞

7번 홀

바다쪽으로 약 15m 확

14번 홀

바다에 돌출한 큰 바위

17번 홀

1 년 동안 거의 매일 맞
바람이 붑니다. 
일반적으로 피칭 또는
샌드 웨지로. 바람이 강

바다쪽으로 약 15m 확
장 티 그라운드는 하루
에 세 번 바뀌는 환상적
인 산호초의 색깔과 눈

바다에 돌출한 큰 바위
위에 티를 만들어, 전망
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기간비치 전체를 한눈

한 경우에는 2 번째 업으
로 해결하세요. 그린 도
달률은 50 %입니다.

아래로 헤엄치는 물고기
의 모습을 보며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에 볼 수 있는 곳은 사이
판에서 이 티 그라운드뿐
입니다.



2-5. Coral Ocean Point Golf Club

Sango 
Japanese

정통 일본음식을 제공합니다.  
소바, 우동, 덮밥부터 각종 정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10:00~22:00

호화로운 아침식사와 함께 아침을 제대로 시작하는 완벽한

Chamorrita
Coffee Shop

호화로운 아침식사와 함께 아침을 제대로 시작하는 완벽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오후11시까지 하루 중 언제든지, 특별한 쌀 칵테일(쌀혼합
물) 샌드위치를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물), 샌드위치를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Angus Steak
Corner

저녁에는 스테이크와 철판 구이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입니다.



2-6. CORAL OCEAN POINT RESORT CLUB



Ⅱ.  사이판 골프코스 소개(마리아나 컨츄리클럽)

위 치  위 치 사이판 북단 산쪽에 위치위 치 : 위 치 사이판 북단 산쪽에 위치
(공항에서 25분, 가라판에서 15분 거리)

제 원  18 H제 원 : 18 H
면 적 총 30만평 (99,000m²)(6,534야드 72파)

주요시설  연습 그린 2개소 연습장 네트 1개소주요시설 : 연습 그린 2개소, 연습장 네트 1개소
클럽 하우스, 프로샾, 레스토랑, 화장실,
락커룸, 음료 판매점



3-2. Mariana Country Club

 MCC 소개



3-2. Mariana Country Club

 MCC 소개



3-3. Mariana Country Club



4-2. MARIANA RESORT & SPA



3-4. MARIANA RESORT & SPA (리프사이드)



3-5. MARIANA RESORT & SPA(Mandi Suite Villa)



3-6. MARIANA RESORT & SPA (Puduo King Villa)



3-7. MARIANA RESORT & SPA (ACTIVITIES)



Ⅱ.  사이판 골프코스 소개(킹피셔 골프클럽)

위 치 : 위 치 사이판 북단 산쪽에 위치
(공항에서 25분, 가라판에서 25분 거리)

제 원 : 18홀 6,651야드 72파

주요시설 레스토랑 프로숍 연습용 그린 등주요시설 : 레스토랑, 프로숍, 연습용 그린 등



4-2.킹피셔 골프클럽(Kingfisher Golf Links)



4-3.킹피셔 골프클럽(Kingfisher Golf Links)



4-4. 킹피셔 골프클럽(Kingfisher Golf Links)

조식 Breakfast(6am-10am) 

Welcome 일본식("Welcome" Japanese Style)  $14.00  
정 일 식 아침식사(밥 미 )-정통 일본식 아침식사(밥,미소국)

Good Luck서양식("Good Luck"Western Style) $14.00  

중식 Lunch(11am-5pm) 

-버디 벤또 Bento (쇠고기,닭튀김,생선튀김,냉국수,야채 )  $14.00 

-폭 칼렛 카레 라이스(Pork Cutlet Curry with Rice) $11.00 

-해물 스파게티(Seafood Spaghetti with Vichyssoise)  $11.00  

-라면 "UNI-POCHA" Ramen   $9.00   

전식 APPETIZER전식 APPETIZER 

얇게 썬 비프 살라드(Sliced Beef Salad)  - $6.00  
"비시스와즈"냉 감자습("Vi h i " C ld P t t S ) $4 00"비시스와즈"냉 감자습("Vichyssoise" Cold Potato Soup) $4.00  



Ⅲ. 사이판 호텔 추천

HYATT

피에스타

하파다이하파다이



1-1. HYATT



⊙ 호텔 소개 HYATT REGENCY SAIPAN

HYATT REGENCY SAIPAN - 소개

Hyatt Regency 호텔은 사이판 최고의 비치로 꼽히는 마이크로 비치를 앞에 두고 있고, 
넓은 대지에 열대 정원까지 갖춘 고급 호텔이다 이 호텔은 자연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인공넓은 대지에 열대 정원까지 갖춘 고급 호텔이다. 이 호텔은 자연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인공
적으로 만든 조경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호텔로서, 호수까지 갖추고 있어 사이판 최고급 호
텔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 호텔 소개 HYATT REGENCY SAIPAN



1-2. HYATT



⊙ 호텔 소개 FIESTA  RESORT &  SPA - 소개



2-1. FIESTA RESORT & SPA



⊙ 호텔 소개 FIESTA  RESORT &  SPA

마이크로 비치에 위치하고 있고 호텔 앞 비치에선 갖가지 수상스포츠가 활기차게 진행된

FIESTA  RESORT &  SPA - 소개

마이크로 비치에 위치하고 있고, 호텔 앞 비치에선 갖가지 수상스포츠가 활기차게 진행된
다. 토속적인 그림들과 넓은 공간이 어울리는 로비는 매우 시원한 느낌이다. 객실이 전체적
으로 흰색이나 베지색 계통으로 되어있어 깨끗한 인상을 받게 된다. 반원식 모양의 발코니
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일품이다. 수영장 근처의 공연장에서는 매일밤 폴리네시안 민
속쇼가 펼쳐진다.있다. 



⊙ 호텔 소개 FIESTA  RESORT &  SPA - 소개



3-1. SAIPAN GRAND HOTEL



4-1. AQUA RESORT



4-2. AQUA RESORT



Ⅳ. 사이판 추천 옵션







Ⅴ. 사이판 추천 먹거리(참치회)



Ⅴ. 사이판 추천 먹거리(피에스타 원주민 디너쇼)



Ⅵ. Nightlife In Saipan



1등 여행사의 1등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등 여행사의 1등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olf Tour Golf Tour 전문전문
B T kB T kwww.BetterTour.co.kr www.BetterTour.co.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