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UR INFORMATION 

상품 안내 

*현지 사정으로  항공편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국 [항공미정] 귀국 [항공미정] 

10 : 20                     16 : 20 13 : 20                  09 : 40 

덴마크 / 스웨덴 / 에스토니아 / 러시아 / 핀란드 [10일] 

항공 스케쥴 

지역 

날짜 

일정 

항공 

금액 전화문의 

*현재 항공미정으로 하기 항공일정은 예상 일정입니다. 
항공 확정에 따라 일정 및 금액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www.pholar.co/pic/1209593/9940590


 개보수년도 : 2012년  총톤수 : 90,090t 

 총승객수 : 2,476명  길이/너비 : 293m/32m 

 총승무원수 : 884명  최고속도 : 22knots 

프리미엄 서비스 

자체 레크레이션과 각종 파티 
기념 파티(회갑, 칠팔순, 생일잔치, 결혼기념일 
등)를 위한 케익이나 와인 제공과  
축하 세레모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One Stop Full Package 
여행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입니다.  

크루즈 전문 인솔자 동행 
인솔자 , 촬영기사, 현지 가이드, 현지 운전기사가 
전 일정을 동행하며, 아침부터 밤12시까지  
버틀러 서비스(집사서비스)를 제공하여 
타사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편집된 포토앨범 제공 
전문 포토그래퍼가 촬영한 사진들을 디자인 
편집하여 제작한 포토앨범을 고객 분들께 특전 
서비스(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회원 증정품 
크루즈 여행시 필요한 멀티팩(네임택, 카드목걸이 
등), 쿠폰북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다채로운 기항지 관광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러시아, 핀란드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도시들을 관광합니다.  
 

세레나데호 크루즈 상세제원 

특별한 혜택 

전 일정 촬영 및 앨범 버틀러 서비스 우리고객들만의 



여행상품 주요정보 

 선박 : 로얄캐리비안 세레나데호 

 여행기간 : 8박 10일 

 미팅장소 : 인천공항 3층 G와 F사이 하나투어 테이블 

유류할증료 안내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해외여행 안전 정보안내 



시간 일정 

상세 일정표 

DAY1  ｜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인천공항 3층 G와 F 사이 하나투어 여행사 테이블 

[10시20분]항공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발 2시간  30분 전까지 반드시 항공 체크인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07 : 20 

출발 2~3일 전 인솔자가 직접 안내전화 드립니다. 미팅장소를 확인하세요!  

사전 좌석 배정은 불가하며, 출발 당일 항공사 탑승수속 창구에서 단체로 좌석이 배정됩니다. 공항 

미팅시간에 늦거나, 당일 항공좌석이 만석일 경우, 일행과 좌석이 떨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항공 미정 ] 인천 국제공항 출발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0 : 20 

항공 이용시 주의사항 
 
① 예약전 반드시 여권상에 명기된 정확한 영문으로 예약하셔야 하며, 영문 변경될 경우 요
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② 탑승 2시간 전까지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셔야 하며, 탑승수속시간이 늦을 경우 탑승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유럽을 연결하는 모든 환승편에 대해 기내반입 물품 제한이 강화되어져 지참하신 물품이
나 비싸게 구입하신 면세품이 수거 대상이 되어 폐기 처분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꼭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④ 항공좌석 배정은 해당 항 공사 고유의 권한으로 임의적 배정이 불가하며, 개별적으로 탑
승수속 창구에서 좌석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으실 경우 좌석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⑤ 유럽은 처음 환승하는 도시에서 입국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꼭 참고하세요! 
[액체류 기내반입 규정 안내문] 
☞ 유럽을 연결하는 모든 환승편에 대해 기내반입 물품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참하신 물품이나 비싸게 구입한 면세품이 수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페이지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식사 - 중식(기내식), 석식(기내식) 식사 - 중식(기내식), 석식(현지식) 

16 : 20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후 석식 & 호텔  체크인 / 호텔미정(출발3일전 안내) 
HOTEL:                                                    (☎ : ) 

헬싱키 국제공항 도착  및  경유 대기  13 : 55 

[ 항공 미정 ] 헬싱키  국제공항 출발 15 : 40 



시간 일정 

상세 일정표 

DAY1  ｜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1.유럽노선 이용시 도입된 새로운 액체형 물품 반입규정 
2006년 11월6일부터 승객의 목적지와 상관없이 25개 유럽연합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
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
덴, 영국 (프랑스 해외영토 포함) 및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항공기에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적용되는 액체형 물품  
치약, 헤어젤, 음료 및 음료수, 수프, 시럽, 향수, 면도거품, 에어로졸 및 모든 유사한 농도의 다른 물
질 등을 포함한 젤, 반고체형 물질, 로션 및 압축용기에 담긴 물품 등. 
● 기내 수하물 준비사항  
① 최대 1리터(크기는 약 20cm x 20cm / 7.5인치 x 8인치) 용량의 개폐가 가능한 비닐 봉투를 준비
하십시오(예, 지퍼백). 승객 1인당 1개의 비닐 봉투만 허용됩니다.  
② 모든 액체 및 유사한 물품을 이 봉투에 담으십시오. 내용물은 용기당 최대 100ml(3 fl oz)까지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③ 더 큰 용량의 모든 물품들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 예외사항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음식물과 의약품은 이 규정에 적용 받지 않으나 보안 요원이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시음도 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 비행 중 필요한 특별영양제 (예, 락토즈 또는 글루텐) 유아용 유동식  
- 의약품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 보안요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승객은 이 의약품 소지 이유를 증
명해야 합니다 (승객에게 발급된 처방전). 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국 또는 상점에서 구입한 의약품
(이러한 의약품은"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내반입 조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유럽노선 이용시 도입된 새로운 액체형 물품 반입규정 
● 보세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다음의 물품들은 기내수하물과 별도로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액체류 등의 모든 물품과 노트북 컴퓨터, 외투 등의 상의 그렇지 않은 경우 기내 수하물 가
방에 있는 어떠한 액체 또는 유사한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형 물품 및 유사한 물품  
-공항및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 유럽연합국가(프랑스 해외영토 포함)내에서 환승하는 여정이 있는 
경우 구입한 물품들은 여정이 끝날 때까지 구입하신 면세점에서 봉인한 봉투에 보관해야 합니다. 
환승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구입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이 아닌 지역 및 국가에 위치한 공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유럽연합 국가에서 환승시 구
입한 물품은 연결 항공편 기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천공항에서 직항편을 타고, 런던,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로 바로 입국할 경우 면세점
에서 구입한 물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 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환승절차를 거치는 항공기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액체형 물품이 100ml를 초과할 경우,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여
행시에는 가능하면 면세점에서 가급적이면 100ml를 초과하는 액체형 면세품을 사지 않으시는 것
이 안전합니다.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식사 - 중식(기내식), 석식(기내식) 



시간 일정 

상세 일정표 

덴마크 코펜하겐  출항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7 : 00 

DAY2  ｜  2019년 5월 12일 (일요일) 

식사 –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선내식) 

08 : 30 호텔 조식 후  코펜하겐 관광(아말리엔보그 성, 게피온분수, 크리스티안보르 성, 시청사 등_)  

상인의 항구라는 뜻을 지닌 코펜하겐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덴마크의 수도
입니다. 많은 공원과 푸르스름하게 산화된 중세의 구리 지붕으로 흔히 그린시티(green city)로 불
리우며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로 유명한데, 궁전을 비롯한 많은 역사적인 건물, 미술관, 박물관 등
이 많습니다.  코펜하겐은 번화가, 식당가, 호텔가,  서점가, 상점가, 주택가 등이 확실하게 구분되
어 있으며 거리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중세의 거리엔 차가 다니지 못하기 때
문에 더욱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코펜하겐 항구  도착 후  로얄 세레나데호  승선 14 : 00 

< 크루즈 승선수속 안내 > 
1. 수화물 체크인 : 크루즈 터미널 수화물 수속 시, 보내신 짐은 선실 앞으로 배달 됩니다. 귀중

품과 깨지기 쉬운 물건은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탑승하여 주십시오. 
2. 승선수속 : 크루즈 승선서류 + 여권을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 → 승선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3. 승선 : 출국수속 후 승선 전에 선사에서 여권을 수거하여 보관합니다.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4#none


시간 일정 

상세 일정표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식사 - 조식(선내식),  중식(선내식) , 석식(선내식) 

DAY3  ｜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전 일 해 상 
               로얄 캐리비안 세레나데호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잊지 못할 크루즈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유롭게 크루즈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부대 시설을 이용해 크루즈 여행의 즐거움을 맛보
세요. 갑판에서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고, 차 한잔과 함께 저 멀리 수평선 너머의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낭만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그 간
의 여독을 푸시거나 혹은 여유로이 선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7#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7#none


시간 일정 

상세 일정표 

스웨덴/ 스톡홀름 도착 ( 바사호 박물관 / 감라스타 구시가지 / 왕궁 / 대성당 / 시청사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7 : 00 

식사 - 조식(선내식),  중식(현지식) , 석식(선내식) 

DAY4  ｜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09 : 00 

스웨덴/스톡홀름 출항 

스톡홀름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중의 하나로 스웨덴의 수도이자 관문인 스톡홀름은 발틱해와 마라
렌(Malaren) 호수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위에 세워
진 매혹적인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  자연환경이 깨끗해서 도시 한가운데
서도 수영하고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에는 60여개의 박물관이 있고, 많은 문화 예술 
행사가 있으며,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야외 박물관인 스칸센(Skansen)에서는 스웨덴의 역
사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amsoniter/20105331600
http://photo.naver.com/view/2014062610021107912
https://blog.naver.com/parksyhp/220970785150
http://www.pholar.co/pic/1170883/9721712


시간 일정 

상세 일정표 

  에스토니아 /  탈린 도착  ( 롬페아 언덕 / 구시가지 / 넵스키 성당 / 정교회 / 시내관광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7 : 30 

식사 - 조식(선내식),  중식(현지식) , 석식(선내식) 

DAY5 ｜  2018년 5월 15일 (수요일) 

07 : 30 

에스토니아 /  탈린  출항 

탈린 

유럽에서 가장 크고 잘 보존된 고대도시중 하나인 탈린은 발틱해협 북동쪽에 자리잡은 에스토니
아의 수도입니다.  회색 성벽과 탑 그리고 청록색 숲과 어우러져 고풍스럽고 특별한 분위기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세유럽의 분위기가 가장 잘 
남아있는 도시중 하나로, 11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가장 발전하였고 이 시기의 도시 형태가 전체
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시가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어 더욱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거립니다.  

http://www.ciokorea.com/news/29757
http://photo.naver.com/view/2011042823593515821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115571&memberNo=25713718


시간 일정 

상세 일정표 

러시아 /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착 ( 에르미타쉬 박물관/성이삭성당/피의사원/카잔성당 등)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9 : 30 

식사 - 조식(선내식),  중식(현지식) , 석식(선내식) 

DAY6 ｜  2018년 5월 16일 (목요일) 

07 : 00 

러시아 / 상트페테르부르크 출항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 북서쪽으로 715㎞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의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문화적 중심지이며,  18-19세기에 지어진 우아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로 유명합니다. 모스
크바가 동양적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도시라면,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서유럽으로 가는 통로"라
는 호칭에 걸맞게 좀더 서양적인 특징들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1703
년 표트르 대제에 의해 지어진 이래 200년간 로마노프 왕조의 수도였으며, 그 후 이 곳은 많은 동란과 
혁명으로 굴절 많은 역사의 장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의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시절의 레닌
그라드, 1991년 공화국으로 다시 거듭나면서 그 명칭이 과거의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회귀하는 등 그 명
칭에서도 급변하는 역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036285&memberNo=7518939
https://blog.naver.com/dmsdud8122/220788687334
https://blog.naver.com/anthkim/221075173943
http://www.pholar.co/pic/1209593/9940590


시간 일정 

상세 일정표 

핀란드 / 헬싱키 (대성당, 원로원 광장, 카우파토리, 만헤르헤임거리, 암석교회, 우스펜스키  

                              사원, 시벨리우스 공원)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4 : 00 

식사 - 조식(선내식),  중식(선내식) , 석식(선내식) 

DAY7 ｜  2018년 5월 17일 (금요일) 

07 : 00 

핀란드 / 헬싱키 출항 

헬싱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는 항구도시로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이
며 제1의 무역항입니다. 1550년 구스타브1세에 의하여 건설되었으며, 매년 6월초에 음악가 시벨리우
스를 기념하는 국제음악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낙원이라  불리는 이 곳은 세계적으로 유
명한 건축물과 디자인을 접할 수 있으며,  헬싱키 시내에서의 쇼핑도 하나의 큰 즐거움입니다. 이곳에
서만 구입할 수 있는 고전미 있고 우아하며 독특하고 화려한 핀란드 디자인, 수공예가 일품입니다. 

https://blog.naver.com/jongtae1024/220713718470
https://blog.naver.com/kkskmm/220827065926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933974&memberNo=41005841


시간 일정 

상세 일정표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식사 - 조식(선내식),  중식(선내식) , 석식(선내식) 

DAY8  ｜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전 일 해 상 
               로얄 캐리비안 세레나데호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잊지 못할 크루즈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유롭게 크루즈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부대 시설을 이용해 크루즈 여행의 즐거움을 맛보
세요. 갑판에서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고, 차 한잔과 함께 저 멀리 수평선 너머의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낭만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그 간
의 여독을 푸시거나 혹은 여유로이 선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5#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7#none
http://www.rccl.kr/ship/ship_detail_entertain.php?sunsa_no=1&class_no=5&ship_no=13&tabIndex=7#none


시간 일정 

상세 일정표 

코펜하겐 도착 및 하선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식사 - 조식(선내식),  중식(기내식) , 석식(기내식) 

DAY9 ｜  2018년 5월 19일(일요일) 

07 : 00 

코펜하겐 국제공항으로 이동 

13 : 20 코펜하겐 국제공항 출발  

15 : 50 헬싱키 국제공항 도착 

DAY10  ｜  2018년 5월 20일 (월요일) 

인천국제공항 도착(현지 시간) 09 : 40 

♥ 즐거운 크루즈 여행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7 : 30 헬싱키 국제공항 출발  



주의사항 및 준비물 
해외 여행이므로 여권은 필수!! 
모든 승객들은 하선일 기준 6개월 이상 만료일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 하셔야 
합니다. 여권사본 2장 + 여권사진 2매를 꼭 준비 바랍니다. 
여권 분실 시 문제가 커집니다.  

*여권에 친필 서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선내에는 의사가 탑승하고 있으며 의료 시설도 갖추어져 있으나 모두 유료이며,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복용약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화제, 
멀미약 (붙이는 것), 해열제, 지사제, 벌레물린데 바르는 약 등의 상비약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크루즈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욕실에는 
간단한  수건, 샴푸, 비누 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용 거품 타올, 바디 샴푸, 린스, 칫솔, 치약, 면도기 등 세면도구를 개별 
준비해야 합니다. 

수영복과 수영모자, 물안경은 선내 실내/실외 수영장/스파/사우나를 이용 시 
필요합니다 

바다 위를 여행 하는 크루즈! 크루즈 갑판도 햇빛! 수영장도 햇빛!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 등을 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에서 카메라와 스마트 폰 충전기는 필수 입니다.  
크루즈 전압은 110V와 220V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기항지 관광 시 활동하기 편한 운동화 또는 샌들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이용 우산 또는 우비를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크루즈 여행할 때에는 여벌 옷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크루즈에는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운동복을 하나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크루즈 내 온도는 18도로 유지 되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얇은 겉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찬 식사 시 정장 및 멋진 옷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남성 : 셔츠, 넥타이, 정장 구두 
 여성 : 원피스 형 드레스 또는 평상시 외출복 치마나 바지 정장이면 무난합니다. 
 
정찬 식당의 복장을 제외하면 크루즈 선내에서는 별도의 복장 규정이 없습니다. 
기항지 투어 이용 시에도 편한 복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정장, 캐주얼복장 등 
다양하게 준비하세요 



기타 유의사항 

취소료 규정 

 크루즈 선사는 엄격한 취소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점 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약취소료 규정 

예약 시 유의사항 

기타 사항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상법 732조) 

3. 15세 미만과 79세 이상, 임산부는 보상 불가 부분이 있으므로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 보장 범위 확대를 원하시는 경우 보험금 추가 증액을 보험사로 
개별 요청하시기 바라며 개인 보험을 반드시 확인 후 가입하시
기를 권유드립니다.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 지
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됨을 양지 바랍니다. 

6. 국내치료비 접수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입원시 
10%, 통원치료시 8천원~2만원/1회당) 해외치료비 예외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국내 통원 치료시 치과치료(보철/임플란트 등), 한방치료, 미
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8.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
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9. 상해 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
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및 현금, 유가증권 등의 
도난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11.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 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여행자 보험 

[주의사항] 
1. 기획 여행의 일정이 종료되면 여행자보험도 자동 종

료됩니다. 보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출발 전 
예약하신 곳으로 반드시 추가 요청해주시길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