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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멤버십�카드는�식사카드, 리조트�내�모든 
액티비티를�이용할�수�있는�만능�카드입니다. 식사 
종류에�따라�골드, 실버, 브론즈�세�종류로�나뉘며 
워터파크�입장�시�제시해야�하기�때문에�모든 
투숙객들은�개인별로�멤버십�카드를�소지해야�합니다. 
멤버십�카드�업그레이드를�원하시는�경우�프런트 
데스크를�방문해�주세요. 

멤버십�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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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괌에서�꼭 
해야�할 ��가지

서커스관람

선셋�바베큐

시헤키�스플래쉬�풀

트램폴린

인공�수족관

양궁

워터�슬라이드

카약�라군

퍼터�골프

요가

워터파크�입장
�. 워터파크는 PIC 투숙객만�입장이�가능합니다.
�. 워터파크�입장�시 PIC 객실�카드�소지�및 

손목밴드�착용이�필수이며�분실�또는�도난에 
대해서는�책임지지�않습니다. 

�. 명시되어�있는�시간은�호텔�내부�사정에�따라 
사전�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워터파크�이용수칙
�. 부모님은�자녀를�보호/감독할�의무가�있으므로, 

자녀가�미아가�되는�일이�없도록�상시�관심을 
갖고�보호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해야�합니다. 
반드시�만 ��세�이하의�어린이는�항상�부모님과 
함께�동행해야�합니다.

�. 귀중품은�항상�소지하셔야�합니다. 라켓 
센터에서�사물함�대여가�가능하며�저희 PIC는 
고객님의�소지품�분실과�도난에�대해�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몇몇�액티비티들은�예약이�필요하며, 신장이나 
나이에�제한을�받으실�수�있습니다.

�. PIC 워터파크는�금연구역으로�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흡연�구역을�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터파크�운영�시간 
오전�시 ‒ 오후�시



키즈�프로그램

시헤키
PIC의�마스코트�시헤키를 
만나�보셨나요? 시헤키 
(Siheky)는�멸종 
위기에�처한 
마이크로네시아의
ʻ킹피셔’라는�천연�새 
보호�운동에�동참하고자 
지정한�마스코트입니다. 
PIC를�돌아다니는 
시헤키와�기념촬영도 
해보고, PIC 로고�숍인 
부티키를�방문하여�다양한 
시헤키�캐릭터�상품을 
구경해�보세요. 로비에 
위치한�시헤키�벤치에도 
앉아�사진을�찍어보아요!

키즈�클럽
어린이들의�천국 PIC를�특별하게�만드는�곳, 바로�키즈클럽입니다. PIC는 
만 �세부터 ��세�이하�어린이라면�누구나�무료로�참가할�수�있는 
키즈클럽을�운영하고�있습니다. 부모가�쇼핑과�골프�등을�즐기는�동안 
어린이들은�클럽메이트와�함께�세계�각국에서�온�친구들과�각종�스포츠와 
게임, 액티비티를�하면서�자연스럽게�영어를�익히는�색다른�경험을�할�수 
있습니다. 더�자세한�내용은�인포메이션�센터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대상: 만 � ~ ��세 
위치: 워터파크�지도 ��번

리틀�키즈�클럽
안전하고�신나게�즐길�수�있는
만 �세부터 �세까지의�공간. 
경험�많은�아동�지도사가�영유아들을�돌봐드립니다. 영유아들에게�필요한 
물품이나�음식은�보호자께서�따로�지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자세한 
내용은�인포메이션�센터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위치: 워터파크�지도 ��번

어린이를�위한�선물
PIC괌은 PIC를�방문한�모든�어린이들에게�특별한�추억을�선사하고자 
기념품을�증정하고�있습니다. 특별한�선물과�함께�즐거운�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레스토랑

스카이라이트
PIC 괌에서�규모가�가장�큰�레스토랑입니다. 조식, 중식, 석식�모두�운영되며  
다양한�스타일의�뷔페�메뉴�및�음료를�즐기실�수�있습니다. 중식�및�석식�시 
생맥주와�와인을�무제한으로�즐길�수�있습니다.
위치: 로얄타워 LL 층

하나기
임시�운영중단 
위치: 로얄타워 G층

비스트로
비스트로는�괌문화의�영향을�받은�현대�미국식�음식을�제공합니다. 
아름다운�투몬만과 PIC  워터파크의�전망을�내려다�보며�식사를�즐기실�수 
있습니다. (사전�예약�필수)
위치: 로얄타워 L 층

시헤키�스낵쉑 
(SIHEKY’S SNACK SHACK)
시헤키�스낵쉑은�워터파크�내에서 
간단한�식사를�할�수�있는�최적의 
장소입니다. 피자, 햄버거, 핫도그뿐만 
아니라�그�외에�다양한�음식을�시헤키 
스낵쉑에서�즐기실�수�있습니다.
정확한�위치는�워터파크�지도를�참고해 
주세요. (지도 ��번)

라면�하우스�홋카이도
괌에서�제일�큰�라면집인�라면�하우스 
홋카이도는�홋카이도�지방의�전통�일본 
라면을�제공하며, 아시안�사이드�디쉬도 
제공합니다.
위치: 로얄타워 L 층

카페�에스프레스
로얄�타워�로비에�위치한�카페로, 다양한 
커피와�신선한�샌드위치, 페이스트리, 
쿠키�등을�판매하고�있습니다.
위치: 로얄타워 L 층

선셋바 & 선셋�바베큐
아름다운�투몬�전망을�바라보며 
해변가에서�직접�바베큐를�요리해�드실 
수�있습니다. 
오후 �시, �시 ��분, �시에�석식�이용 
가능합니다. (사전�예약�필수)
위치: 워터파크 (비치�프런트)
정확한�위치는�워터파크�지도를�참고해 
주세요. (지도��번)



로얄타워�고객�서비스�센터
로얄타워�전용�고객님들을�위하여�체크인/체크아웃�서비스�및�컨시어지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이용�가능�시간은�호텔�내부�사정에�따라�변경될�수 
있습니다.

게스트�서비스�카운터 
메인�로비에�위치한�이곳에서  PIC  내의�레스토랑과�서커스�예약이 
가능하며, 리조트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합니다.

부티키
로얄타워 LL층에�위치한�로고샵�부티키는 PIC 로고가�새겨진�다양한�제품과 
기념품을�비롯하여�음료와�스낵, 선크림, 선글라스, 간단한�약품�등�편의 
물품이�구비되어�있습니다. 

동전�세탁실 (로얄타워, 오세아나 A)
동전�세탁실은�모든�투숙객들이�이용�가능합니다. 출입�시�객실�키가 
필요합니다.
위치:  로얄타워 �층
 오세아나 A �층

로얄클럽�라운지
로얄�클럽룸�이상�투숙객만�이용하실�수�있는�이곳은, 간단한�스낵류�및 
음료, 그리고 WIFI가�상시�제공됩니다. 운영시간은�오전 �시부터�오후 �
시까지�이며�맥주와�와인�그리고�애피타이저가�제공되는�해피아워�서비스는 
오후 �시에서  �시까지�진행됩니다.

금연�정책
전�객실�금연구역입니다. 흡연은 
객실�문이�닫힌�발코니에서만 
가능하며 PIC 금연�정책을�위반하실 
경우 ���달러의�벌금이�부가되실�수 
있습니다.

전화기�사용�관련
-전화기�사용법
객실에서�객실: �번을�누르신�다음 
객실�번호를�눌러주세요.
괌�현지�전화: �번을�누르신�다음, 
발신음을�들으신�후�전화번호를 
눌러주세요.
인포메이션: �번을�누르신�다음, 
발신음을�들으신�후 ���을 
눌러주세요.
미국:  � + ��� + 나라�코드 + 지역 

코드 + 전화번호를�눌러주세요.
*추가�비용이�발생합니다.

- 국제�전화
국제�전화는�추가적인�요금이 
발생됩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 
내선�번호 �번으로�연락�주시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메세지
전화기에�불빛이�들어오면�메세지가 

있음을�나타냅니다. 아래의�절차에 
따라�메세지�확인이�가능합니다.
�) 보이스�메세지를�들으실려면 �
번을�눌러주세요.
�) 설명이�들리면 � + 방�번호 + # 
순서로�눌러주세요.
�) 설명이�들리면 PIN 번호를 
입력하시면�됩니다. (첫�설정은 
방번호로�지정되어�있습니다.)
* 도움이�필요하실�경우 �번을 
눌러주시면�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210 Pale San Vitores Road
Tumon Bay, Guam 9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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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터파크�입구
PIC 투숙객께서는�워터파크�입장�시�꼭�개인 
별로�객실�카드를�지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인포메이션�센터
비치타월�교환�및�다양한�액티비티�정보를�얻을 
수�있는�장소입니다.

    �  락커
락커, 샤워실�및�화장실�이용이�가능합니다. 
키는�라켓�센터에서�받으실�수�있습니다.

��  라켓�센터
라켓, 신발, 공�및�락커�대여가�가능하며�코트 
예약도�도와드리고�있습니다.

 �� 비치�센터  ◉◊ 
스노클링, 원드서핑, 카누, 해변�카약, 패들�보드, 
세일링�등을�즐겨보세요. 또한�해변에서 
편안하게�휴식을�취할�수�있는�비치�매트도�대여 
가능합니다.

워터파크�인포메이션

◉ 키�제한
◊ 예약�필요

 � 카약�라군
워터파크에�조성된�아름다운�인공 
호수에서�카약을�즐겨보세요.

 �� 메인풀/ 워터�슬라이드
신나는�워터�슬라이드와�아슬아슬�수중 
징검다리에�도전해�보세요.

 �� 게임풀
물속에서�즐기는�흥미진진한�농구�게임 
및�다양한�워터�액티비티를�하면서�세계 
각국의�여행객들과�친구가�되어�보세요.

 �� 랩풀/ 챌린지풀
수영을�즐길�수�있는�랩풀이�준비되어 
있으며�그와�함께�다양한�챌린지 
게임들을�도전할�수�있습니다.

 �� 인공�수족관  ◉◊
전�세계 �개뿐인�수영할�수�있는�인공 
수족관. �,���여�마리의�열대어와 
산호초들로�실제�바닷속�풍경을�그대로 
옮겨�놓은�듯한�인공�수족관에서�바닷속 
탐험을�즐겨보세요.

  �� 어린이�인공�스노클링 ◊
*레슨�진행�시�부모님께서�반드시�아이를 
지켜보셔야�합니다.

  �� 시헤키�스플래시풀
시헤키�스플래시풀이라고�불리는�유아 
풀. 수심 ��cm인�어린이�수중 
놀이터에서는�유아들도�안심하고 
물놀이를�즐길�수�있습니다.

 
 �� 키즈�워터주
워터�주(Water Zoo)라고�불리는�키즈풀. 
얕은�수영장에�각종�동물�모형이�띄워져 
있어�어린아이들의�물놀이에�즐거움을 
더합니다.

  �� 워터�발리볼
친구�또는�클럽메이트들과�함께�재밌는 
게임을�즐겨보세요.

  �� 액티비티풀
액티비티풀에서�물�위에�둥둥�떠�있는 
각종�동물�모형, 워터�해먹, 수중�배구, 
수중�농구�등을�즐길�수�있습니다.

수영장�및�워터�액티비티



스포츠�및�액티비티

 � 시헤키�분수쇼
임시�운영중단

 � 퍼시픽�판타지�쇼
임시�운영중단
위치: 폭포수옆�원형극장
정확한�위치는�워터파크�지도를�참고해�주세요.(지도 �번)

 � 피트니스센터
투숙객이라면�누구나�무료로�이용�가능한 
피트니스입니다. 객실�키로�오전 �시부터 
입장이�가능합니다.

 � 게임룸
실내에서�할�수�있는�포켓볼, 탁구, 테이블 
축구�등�재밌고�다양한�게임을�즐길�수 
있습니다.

 �� 공연장
라이브�음악과�함께�다양한�공연을�즐길�수�있습니다.

 �� 퍼터�골프
��홀 ��파�미니�골프�코스로�푸른�정원과�그�너머�드넓은�바다가�재미를 
더해주는�퍼터�골프입니다. 퍼터�골프용�골프채�및�골프공은�트램폴린 
옆에서�대여�가능합니다.

 �� 트램폴린  ◉◊
스릴�넘치는�트램폴린. 젖은�상태에서는�이용이�불가하며, 안전장비가 
제공됩니다.

   �� SUPER AMERICAN CIRCUS
PIC의�퍼시픽�파빌리온이�슈퍼�아메리칸�서커스장이�되었습니다.  
서커스�공연은�수요일을�제외한�매일�오후 �시  ��분에�진행됩니다. 
로비에�위치한�게스트�서비스�카운터나�티켓박스오피스에서�예약 
가능합니다.

 ��  양궁장  ◉◊ 
정신을�집중하고�과녁을�향해�화살을 
날려보세요.

 �� 실외�테니스�코트 ◊
�개의�실외�코트에서�테니스를�즐길�수 
있습니다. 예약은�라켓�센터에서�가능합니다.

�� 차모로�전통문화�체험장
임시�운영중단

 �� 요가�파빌리온
더�자세한�내용은�인포메이션�센터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시헤키�스낵쉑
시헤키�스낵쉑은�워터파크�내에서�간단한�식사를�할�수�있는�최적의 
장소입니다. 피자, 햄버거, 핫도그뿐만�아니라�그�외에�다양한�음식을�시헤키 
스낵쉑에서�즐기실�수�있습니다.

 �� 선셋바 & 선셋�바베큐
괌의�멋진�석양을�바라보며�해변가에�위치한�이곳에서�직접�바베큐를�요리해 
드실�수�있습니다. 매일�석식으로�이용�가능합니다. (사전�예약�필수)

  ��  리틀�키즈�클럽
안전하고�신나게�즐길�수�있는�만 �세부터 �세까지의�공간. 경험�많은�아동 
지도사가�영유아들을�돌봐드립니다. 영유아들에게�필요한�물품이나�음식은 
보호자께서�따로�지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자세한�내용은�인포메이션 
센터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키즈�클럽
어린이들의�천국 PIC를�특별하게�만드는�곳, 바로�키즈클럽입니다. 
PIC는�만 �세부터 ��세�이하�어린이라면�누구나�무료로�참가할�수�있는 
키즈클럽을�운영하고�있습니다. 부모가�쇼핑과�골프�등을�즐기는�동안 
어린이들은�클럽메이트와�함께�세계�각국에서�온�친구들과�각종�스포츠와 
게임, 액티비티를�하면서�자연스럽게�영어를�익히는�색다른�경험을�할�수 
있습니다. 더�자세한�내용은�인포메이션�센터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어린이�야외�놀이터
미니�미끄럼틀과�정글짐�등�다양한�놀이기구로�가득�찬�야외�놀이터입니다. 

  �� 어린이�양궁장
안전하고�쉽게�체험할�수�있는�어린이�전용�양궁장.

키즈�프로그램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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