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짓프린세스씨나카린방콕
53 Srinagarindra Rd, Nong Bon, Prawet, Bangkok 10250 수완나품국제공항에서차로20 분거리

Aerial Shot / Exterior

격리해제(체크아웃)후
차량지원 서비스(12인승 밴)
방콕지역(무료)
파타야, 촌부리지역(1000바트)

격리해제(체크아웃)후
차량지원 서비스(12인승 밴)
방콕지역(무료)
파타야, 촌부리지역(1000바트)



한국인대상자가격리호텔

ASQ 15박 16일패키지

딜럭스룸THB 55,000.-NET(1인)

딜럭스룸은멋진도시전망과수영장
전망으로준비되어있으며, 최고의편안함을
제공해드립니다. 킹사이즈베드와트윈베드
중선택할수있습니다.

객실사이즈: 35 ㎡



한국인대상자가격리호텔

ASQ 15박 16일패키지

주니어스위트THB 65,000.-NET (1인)

주니어스위트는기능적인면과편안함을모두
만족시키는구조로거실과식사공간이
분리되어있으며, 넓은업무용책상이준비되어
있습니다.

객실사이즈: 55 ㎡



한국인대상자가격리호텔

ASQ 15박 16일패키지

이그제큐티브스위트THB 80,000.-NET

이그제큐티브스위트는별도의거실공간과
넓은옷장, 욕조와샤워시설이갖춰진
화장실로고객분들에게최고의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딜럭스룸과연결하면투베드룸
스위트처럼이용하실수있습니다.

객실사이즈: 85 ㎡



호텔에서제공하는특별서비스

• 이틀에 한 번 객실 청소 서비스 제공

• 객실 내 커피∙차 메이킹 기계 제공

• 투숙기간 내 생수 제공

• 객실 내 와이파이 인터넷 포함

• 하루 세 끼 식사 제공 (선택 메뉴)

• 검사 결과 음성 확인되고 7일 후 부터 스마트TV, 휴게 공간, 정원 이용 가능

기타서비스 (추가비용)

• 15세 미만 아동 THB 40,000.- NET (부모와 함께 투숙 요망)

• 세탁 서비스 패키지 15일가 45피스 THB 2,250.- NET (드라이클리닝 별도)



Piyavate 
병원에서

제공하는특별
서비스

• 공항픽업후호텔이송서비스(수완나품/돈무앙국제공항)
• 24시간간호사항시근무

• 호텔에서총2회COVID-19 검사시행

• 하루2회체온측정을포함하여매일건강상태체크

• 원격의료서비스(최대30분)
• 알코올젤

• 마스크

• 체온계



예약조건

취소및노쇼(No-show)
• 도착일로부터 2주(14일) 전에 발생하는 취소는 전액 환불됩니다.

• 도착일로부터 7일 전에 발생하는 취소는 5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생하는 취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투숙일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기타사항
• 패키지 요금은 10% 봉사료와 7%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요금은 2021년 02월 28일 전에 체크인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결제: 도착전전액지불이요구됩니다.
예약문의: 두짓 호텔&리조트 한국사무소조연희과장 cho.yeonhee@dusit.com



공항입국절차

• 공항 내 입국절차를 모두 마치면 ISOC(정부 소속 직원)가 9번 게이트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이후 병원관계자가 이름을 확인합니다. (체크인 하루 전 명단 공유)

• 병원관계자가 밴 또는 버스로 안내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밴은 최대 4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50인승 버스의 경우 25명 까지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 입국 후 서류 확인 작업이 최소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기 탑승 인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호텔체류기간내준수사항

• 객실을 떠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직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바닥에 침이나 가래 체액을 뱉거나 뿜지 마십시오.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을 대해 주십시오.

• 객실 청소는 이틀에 한 번 진행되며 청소가 끝날 때까지 대기 공간에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 호텔 패키지에는 세 끼 식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사는 문 밖 테이블에 준비됩니다.

• 룸서비스는 객실 내 TV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식품 보관 용기와 식기류, 쓰레기는 객실 내 비치되어 있는 빨간 플라스틱 재질의 의료용 봉투에
넣어 주시고 잘 봉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문 밖에 내 놓으시면 직원들이 매일 수거해 가며, 
배출 전 알코올 스프레이를 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내 흡연과 음주는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며 호텔 경영진은 태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호텔체류기간내준수사항

• 매일 2회(오전 10시와 오후 8시경) 체온 측정이 진행되며 COSTE 앱을 통해 결과를 제출합니다.

• 체류 기간 중 발열, 기침, 재채기, 콧물, 인후염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호텔 직원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주십시오.

• 기침, 재채기를 할 때나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비누나 알콜젤을
사용하여 손을 닦아 주십시오.

•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최소 6-8시간 수면을 취하십시오.

• 샤워는 매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4일차가 지나 간호사가 마지막 결과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음성으로 나올 경우, 하루에 약 45분간
객실 밖 지정된 휴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희 직원이 동행합니다. 휴게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하루 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연락번호: 리셉션 다이얼 0번, 레스토랑 다이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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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품목

• 조리되지않은신선식품
• FDA승인받지않은식품

• 요거트및멸균식품
• 약물및주류
• 의약품(해열제)

• 배달음식
• 제한품목예: 나이프, 총기류등11



검역일정
식사주문

(오후5시이전)
객실청소 SWAP 테스트 1일2회체온체크

(오전10시전, 오후8시전)
휴게공간예약
(오후12시이전)

퇴실시간및리무진예약
(오후12시이전)

1일차 3-4일차식사메뉴선택 체온체크

2일차 체온체크

3일차 5-6일차식사메뉴선택 체온체크

4일차 객실청소시간예약 SWAP테스트 체온체크 5일차휴게공간예약

5일차 7-8일차식사메뉴선택 객실청소 체온체크 6일차휴게공간예약

6일차 체온체크 7일차휴게공간예약

7일차 9-10일차식사메뉴선택 객실청소시간예약 체온체크 8일차휴게공간예약

8일차 객실청소 체온체크 9일차휴게공간예약

9일차 11-12일차식사메뉴선택 체온체크 10일차휴게공간예약

10일차 객실청소시간예약 체온체크 11일차휴게공간예약

11일차 13-14일차식사메뉴선택 객실청소 체온체크 12일차휴게공간예약

12일차 12일차또는13일차
2번째SWAP테스트

체온체크 13일차휴게공간예약

13일차 15-16일차식사메뉴선택 객실청소시간예약 체온체크 14일차휴게공간예약

14일차 객실청소 체온체크 15일차휴게공간예약

15일차 체온체크 퇴실시간과리무진예약

16일차 퇴실

한식메뉴가기본제공되며, 일반메뉴는2일전호텔에알려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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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조식

계란말이
된장국
익힌소시지
김치
쌀밥
과일주스

계란프라이
콩나물국
익힌소시지
김치
쌀밥
과일주스

익힌소시지
된장국
김치
쌀밥
과일주스

야채볶음
콩나물국
익힌소시지
김치
쌀밥
과일주스

익힌소시지
돼지김치찌개
김치
쌀밥
과일주스

계란찜
된장국
익힌소시지
김치
쌀밥
과일주스

야채볶음
돼지김치찌개
익힌소시지
김치
쌀밥
과일주스

중식

김치치킨볶음밥
계란프라이
김치

해산물볶음밥
계란프라이
김치

돼지고기
팟타이
계란프라이
김치

한국식라면
김치
쌀밥

돼지고기
볶음밥
계란프라이
김치

딤섬세트
김치
쌀밥

김밥
김치
샐러드

석식

오삼불고기
김치
쌀밥

두부김치
계란프라이
쌀밥

구운소시지
야채볶음
김치
쌀밥

돼지고기
김치볶음밥
계란프라이
김

소고기
김치찌개
계란프라이
김
쌀밥

계란말이
콩나물국
김
쌀밥

계란찜
구운소시지
된장국
김
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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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룸서비스메뉴(추가요금)
1. 김밥 Gimbap THB 200

2. 비빔밥(소고기) Bibimbap THB 230 

3. 비빔국수 Bimbim Guksu THB 230

4. 어묵국과 공기밥 Eomuk Guk & Steamd rice THB 230

5. 프라이드 치킨과 공기밥, 코울슬로 Fried Chicken, steamed rice & Coleslaw salad THB 250

6. 제육볶음과 공기밥 Jeyuk Bokkeum & Steamed rice THB 280

7. 만두 Mandu THB 230

8. 해물파전 Haemul Pajeon THB 280

9. 된장찌개와 공기밥 Doenjang Jjigae & Steamed rice THB 260

10. 해물 순두부찌개와 공기밥 Haemul Sundubu Jjigae & Steamed rice THB 280

룸서비스주문방법:객실전화로 4번을누르고음식번호와이름으로주문

예) 비빔국수 주문 시 직원이 받으면 ‘룸 서비스 플리즈, 넘버 쓰리 비빔국수＇

 요금은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격리해제(체크아웃)후
차량지원 서비스(12인승 밴)
방콕지역(무료)
파타야, 촌부리지역(1000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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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타야차량이동서비스

33 인승 – 6,500 바트
정원은 33명이지만 짐이 많은
경우, 18-20 명 이상 탑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3 인승 – 3,500 바트
정원은 23명이지만 짐이 많은
경우, 10명 이상 탑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 인승 – 2,000 바트
정원은 10명이지만 짐이 많은
경우, 4명 이상 탑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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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체크인시필요한서류

• A: 입국허가서, 코로나19 보험, 여권이 필요합니다.

Q: 룸서비스등추가요금결제

• A: 퇴실일에 결제 요청 드립니다. 이때 격리 확인서도 함께 발행됩니다.

Q: 리셉션운영시간

• A: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Q: 외부물건반입가능여부

• A: 직계 가족에 한해서 음식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반입 품목은 지정된 의료인과 호텔에 의해서
확인 작업 후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객실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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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객실청소

• A: 객실 청소는 1차 코로나19 반응 검사 이후 3일에 한 번 오전 7시와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되며, 객실이
청소되는 동안 휴게 공간이나 라운지에서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Q: 세탁물수거시간

• A: 세탁물을 매일 10시에 수거됩니다. 영문 이름과, 객실 번호, 세탁물 개수를 작성하시고 봉투를
고무줄로 봉합하고 알코올을 분사해 객실 문 밖에 놓아 두십시오. 호텔은 세탁 중 발생하는 분실과
손상에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폐기물수거

• A: 폐기물은 오후 1시-2시, 저녁 6시-7시에 수거됩니다. 쓰레기 봉투를 고무줄을 이용하여 봉합하신 후
알코올 분사 후 객실 문 앞에 놓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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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칫솔과치약제공여부
• A: 칫솔과 치약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하며, 호텔에서

제공되는 제품이 필요한 경우, 도착하기 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객실내주류섭취
• A: 격리기간동안 모든 주류 섭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식사시간과방법
• A: 조식은 8-9시, 중식은 12-13시, 석식은 17-18시에 제공됩니다. 식사는 객실 문 앞으로 가져다 드리며, 

직원이 초인종으로 알려드립니다.

Q: 룸서비스이용방법
• A: 룸서비스는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다. 메뉴는 객실 내 TV 채널 1번 다이닝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이얼 4번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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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호텔내휴게공간이용방법
• A: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1회 45분간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최대 20-25명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 소방경보기(Fire Alarm) 안내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몇 초간 소방 경보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객실 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예약 및 문의
    061-825-1004
    golfpandabk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