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 버블 입국 절차 안내

북마리아나 제도에 입국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여행객은 사이판 도착기준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완료하고 PCR 음성 영문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이판 도착기준 72시간 이내에 필수 입국 신고서 (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를 

작성 및 제출 하셔야 합니다. https://governor.gov.mp/covid-19/travel/form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하는 백신 접종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비행기 탑승 수속 시, 체온 확인과 PCR 음성 확인서 체크를 받습니다.

북마리아나제도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①PCR 검사 음성 확인서 ②북마리아나 필수 입국 신고 서류(확정 번호 포함)
 ③백신 접종 증명서(완료자에 한함) ④입국 가능한 미국 비자(예: ESTA)

사이판 도착

승객의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체온은 정상인가요? 

네 아니오

비행기 탑승 허용
비행기 탑승 불가 / 

북마리아나제도 입국 불가

COVID 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 여부 확인

백신접종완료자 백신미접종자

켄싱턴 호텔에서 남은 격리기간 격리
(리조트 시설 이용 가능)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

세관 통과

수하물 수취

지정된 출구로 사이판 입국

COTA 에서 제공된 차량을 탑승하여 이동

켄싱턴 호텔에서 PCR 검사 실시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

음성 양성

음성

여행기간 8박 이상 여행기간 7박 이하

음성 양성

양성

모든 승객은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객실에서 격리
결과는 24시간 안에 안내될 예정

격리 6일차에 켄싱턴 호텔에서 PCR 검사를 
시행 

여행사에서 픽업하여 백신 접종자 지정 호텔 (Corridor Hotel)로 이동

한국으로 귀국

한국 출발 전 72시간 이내, 현지 여행사 가이드는 고객을 모시고 
카노아에 오전 10시 까지 PCR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 하여야 함. 

여권 원본 반드시 지참.  
(토요일 귀국인 경우, 목요일 검사 / 목요일 귀국인 경우 화요일 검사) 

출국 전날 오후 4시-5시 사이 
마리아나 관광청 사무실에서 PCR 음성 확인서 수령. 

해당 가이드분이 승객의 여권사본을 가지고 방문해야함. 

PCR 음성 확인서는 
마리아나 관광청 
본사에서 모두 
수령하여 보관

7일차 (출국 전날) 오후 4시-5시 사이 마리아나관광청 사무실에서 PCR 음성 확인서 수령. 
해당 가이드분이 승객의 여권 사본을 가지고 방문해야함. 

미국령 입국을 위한 법무부 심사

PCR 음성 확인서는 마리아나 관광청 본사에서 모두 수령하여 보관

COVID19 통제 예방센터 확인 
(필수 입국 서류 심사)

백신 접종자 지정호텔에서 한국 귀국용 PCR검사 신청서 양식 작성후, 여행 지원금 카드를 수령

• CHCC Patient Registration Form
• CHCC Release of Information Form
• 여권사본

COVID 19 상황에 따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