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5월 알래스카 크루즈 상품 안내
- 미국, 알래스카, 캐나다 8박 10일 (5월 17일~26일) -



상품 소개



알래스카 크루즈 8박 10일

미국(시애틀)/알래스카(주노, 싯카, 케치
칸)/캐나다(빅토리아)

2019.05.17(금) ~ 05.26(일) / 8박 10일

홀랜드아메리카 유로담

알래스카 기항지 전일정 관광 포함
/ 시애틀 호텔 1박 관광 포함

상품가 + 선상팁 등

직항항공 예정

상 품 명

여 행 지 역 여 행 일 정

항 공

크 루 즈

행 사 특 전

상 품 가 격

※ 상기 금액은 2인 1실 기준이며, 선내 유료 시설(유료 레스토랑, 면세점, 마사지, 카지노 등)을 제외한 제반 부대 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객실 타입별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객실이 조기에 마감 될 경우 잔여 객실 타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상품 상품금액 객실타입 인원 선상팁 등 추가비용 총금액

알래스카
- 인사이드 1명 -

전화문의
- 발코니 1명 -

상품 소개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금 및 잔여 행사금액 납입 방법

신청 기한 신청 방법 잔금 납입 기한 납입 계좌

2019. 1. 17. 신청서 접수 및 신청금 100만원 납입 2019. 2. 15.
신한은행 (주)더피플투어

140-010-253610 

※ 최소 출발 인원 : 20명

※ 정원접수 미달 시 행사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정원 접수 완료 시 행사 접수가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취소료 구간 취소료 기준

여행개시 120~91일 전까지 신청금

여행개시 90~61일 전까지 여행요금 중 25% 배상

여행개시 60~31일 전까지 여행요금 중 40% 배상

여행개시 30~16일 전까지 여행요금 중 50% 배상

여행개시 15~8일 전까지 여행요금 중 75% 배상

여행개시 7~1일전 여행요금 중 90% 배상

※ 본 상품은 크루즈 특성상 크루즈 및 항공권 예약 보증금 등을 당사에서 선납하여 진행하는 상품으로 위와 같은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여행자 명단 변경 포함)

(1구좌 발코니 기준)

신청방법

취소료기준

상품 소개



사카이 미나토

Day Port Arrive Depart

1 5/17 (금)
인천공항 – 시애틀
(관광)

미정

2 5/18 (토)
시애틀, 미국
(관광 및 크루즈 승선)

16:00

3 5/19 (일) 전일 해상

4 5/20 (월) 주노, 알래스카 13:00 22:00

5 5/21 (화)
글래이셔베이, 
알래스카

07:00 16:00

6 5/22 (수) 싯카,알래스카 08:00 17:00

7 5/23 (목) 케치칸, 알래스카 07:00 13:00

8 5/24 (금) 빅토리아, 캐나다 18:00 23:30

9 5/25 (토)
시애틀, 미국
(하선, 항공기 탑승)

07:00

10 5/26 (일) 인천공항 미정

시애틀

빅토리아

케치칸

주노
글레이셔베이

시애틀 → 주노 → 글레이셔베이 → 싯카 → 케치칸 → 

빅토리아 → 시애틀

1

2
3

싯카4 5

6

주요일정 요약



기타 특전 사항

하나. 크루즈 5종세트 증정

네임택, 짐택, 샌딩팩, 마이보틀, 멀티어댑터

둘. 크루즈 가이드북 제공
여행일정, 관광지, 크루즈 시설, 크루즈 생활 등에
대한 여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

셋. 크루즈 생활 편의 제공
크루즈에서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일일 안내문, 선상신문 번역 등 맞춤형 편의 제공

넷. 여행 관련 각종 서류작업 대행
타국 입국/출국 서류
비자발급(발급비 개인부담x)
크루즈 승선 서류
건강질문 확인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등 제반 개인 작성 서류 대행



상세 일정



※ 상세시간은 항공편 확정 후 수정공지됩니다. ※ 

DAY 1. 출국 / 시애틀 도착

--:-- 인천국제공항 미팅

3층 출국장 카운터 ‘라이프크루즈’ 미팅

샌딩팩(물통, 멀티어댑터, 네임택, 짐택 등) 배포 및 여행 안내

--:-- 인천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11시간)

※ 직항항공 예정. 단, 좌석 상황에 따라 타 항공사 또는 항공편으로 변경 가능.

5월 17일 / 금요일

시애틀 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수속

--:--

--:--

시애틀 시내 관광

스페이스 니들 타워 / 치훌리가든&글라스 / 스타벅스 1호점 등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기내식 2회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호텔 홈우드스위트바이힐튼 또는 동급(★★★★)

여행사 카운터

시애틀 시내 전경

치훌리 가든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DAY 2. 시애틀 반일 관광 / 크루즈 승선

09:00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11:30 시애틀의 명물 하이램 운하

치텐텐 수로 관광 및 중식

5월 18일 / 토요일

시애틀 크루즈 터미널 91 로 이동

14:00

13:00

홀랜드아메리카 유로담호 승선

안전훈련

16:00 시애틀 출항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크루즈식

하이램 운하

홀랜드아메리카 유로담터미널 91

치텐텐 수로

★ 환상적인 크루즈 생활의 시작 ★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DAY 3. 전일 해상

전일 다양한 크루즈 편의시설 이용 및 공연관람, 액티비티 등 참여

5월 19일 / 일요일

조식 크루즈식 중식 크루즈식 석식 크루즈식

멋진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공연 관람

요가, 라인댄스, 수건접기, 비즈공예 등 수업 참여

다양한 테마가 있는 레스토랑, 최고급 정찬

한밤에 선상에서 펼쳐지는 최고급 퀄러티 쇼

크루즈 곳곳에서의 추억 사진 남기기

따뜻한 자쿠지에서의 피로회복

바다 위에서의 헬스

행운을 시험하는 카지노 등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ICN_drunccCFUamlAodqngLbw&url=http://forum.crocieristi.it/showthread.php/24766-Diario-di-viaggio-quot-Le-isole-del-sole-quot-con-Costa-Deliziosa-6-17-novembre-2012/page4&ei=oEHIVYC9DsbM0gSq8a34Bg&bvm=bv.99804247,d.dGo&psig=AFQjCNFX3_Fzsiyz4TUwrkM3P992-YIKhA&ust=143927375186610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ICN_drunccCFUamlAodqngLbw&url=http://forum.crocieristi.it/showthread.php/24766-Diario-di-viaggio-quot-Le-isole-del-sole-quot-con-Costa-Deliziosa-6-17-novembre-2012/page4&ei=oEHIVYC9DsbM0gSq8a34Bg&bvm=bv.99804247,d.dGo&psig=AFQjCNFX3_Fzsiyz4TUwrkM3P992-YIKhA&ust=143927375186610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blog.daum.net/barnajak/155&ei=zYyUVaf5Nsni8AXlh7TwCA&bvm=bv.96952980,d.dGc&psig=AFQjCNGFXwl744D3Pfz08eKz34MNJV99nw&ust=143588508880310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blog.daum.net/barnajak/155&ei=zYyUVaf5Nsni8AXlh7TwCA&bvm=bv.96952980,d.dGc&psig=AFQjCNGFXwl744D3Pfz08eKz34MNJV99nw&ust=1435885088803100


DAY 4. 알래스카 주노 관광

12:30 크루즈 하선

13:00 알래스카 주노 기항지 관광

주노의 대표적 관광지 ‘멘덴홀 빙하‘

멘델홀 빙하와의 환상적 하모니 ‘너겟 폭포‘

주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운트 로버츠 트램웨이’

5월 20일 / 월요일

크루즈 승선

22:00

20:00

크루즈 출발 (글레이셔베이 향발)

조식 크루즈식 중식 크루즈식 석식 크루즈식

멘덴홀 빙하

너겟 폭포 트램웨이

★ 다양한 크루즈 편의 시설 이용 및 공연관람 등 액티비티 참여 ★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DAY 5. 알래스카 글레이셔베이

07:00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 씨닉크루즈

크루즈 갑판 또는 발코니 선실 내에서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의 환상적인 풍광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4:50 글레이셔베이 통과

5월 21일 / 화요일

알래스카 시트카 향발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

★ 글레이셔베이 씨닉크루징 = 다음 기항지로의 이동중에 하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공원을 감상

16:00

★ 다양한 크루즈 편의 시설 이용 및 공연관람 등 다양한 액티비티 참여 ★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조식 크루즈식 중식 크루즈식 석식 크루즈식



DAY 6. 알래스카 싯카 관광

08:30 크루즈 하선

09:00 싯카 기항지 관광

싯카 시내관광

싯카 국립역사공원 등(Sitka National Historical Park)

5월 22일 / 수요일

크루즈 승선

17:00

16:00

크루즈 출발 (케치칸 향발)

싯카 국립역사공원

싯카 시내

★ 다양한 크루즈 편의 시설 이용 및 공연관람 등 액티비티 참여 ★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조식 크루즈식 중식 크루즈식 석식 크루즈식



DAY 7. 알래스카 케치칸
5월 23일 / 목요일

08:00 크루즈 하선

09:00 케치칸 기항지 관광

케치칸 와일드 라이프 관광

크릭스트릿 등 시내 관광

※ 기상 악화 등 현지 사정으로 씨티투어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승선

13:00

12:00

크루즈 출발 (빅토리아 향발)

와일드 라이프 관광

크릭 스트릿

★ 다양한 크루즈 편의 시설 이용 및 공연관람 등 액티비티 참여 ★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조식 크루즈식 중식 크루즈식 석식 크루즈식



DAY 8. 캐나다 빅토리아
5월 24일 / 금요일

18:30 크루즈 하선

19:30 빅토리아 기항지 관광

팔리아먼트 빌딩(국회의사당)

빅토리아 다운타운, 이너하버

마차 체험

크루즈 승선

23:30

23:00

크루즈 출발 (시애틀 향발)

빅토리아 이너하버 마차체험

★ 다양한 크루즈 편의 시설 이용 및 공연관람 등 다양한 액티비티 참여 ★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조식 크루즈식 중식 크루즈식 석식 크루즈식



DAY 9~10. 하선 / 인천공항 도착
5월 25일 / 토요일 ~ 5월 26일 / 일요일

조식 크루즈식 기내식 2회

09:30 크루즈 하선

10:00 공항 이동

--:-- 시애틀 공항 출발 (총 비행 시간 : 약 13시간)

--:-- 인천국제공항 도착(5월 27일 일요일)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홀랜드아메리카크루즈는 16척의 선박을 보유한

140여 년 역사의 프리미엄크루즈 선사로 1873년

네덜란드의 증기선 운항을 시작으로 선사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의 두 대륙을 연결한다는

의미의 선사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코스는 크루즈크리틱이 수여하는 제 6회

‘알래스카 최고의 일정＇에 선정된 코스로써 여러분

의 환상적인 알래스카 여행에 최적화 된 코스이다. 

HOLLAND AMERICA 
‘EURODAM’ (유로담)
• 총 톤수 : 86,273 톤

• 전장 : 286m

• 폭 : 32.4m

• 최대속도 : 24노트(45km/h)

• 건조 : 2008년

• 총 승객 : 2,104명

• 총 승무원 : 929명

크루즈 소개



관광지 소개



① 미국 - 시애틀

미국 북서부 최대의 도시로 아시아 및 알래스카에 이르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들 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문호가 되고 있다. 오페라

극장과 아이맥스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시애틀센터가 유명하며 이곳에는 높이 185m의 스페이스 니들 전망대가 있다. 

치안이 매우 잘 되어 있는 곳이며 미국 내에서 살기 좋은 도시 2위에 선정된 도시이다. 



② 알래스카 - 주노

미국 알래스카주에 위치하며 가스티노 해협에 면해 있는 부동항이다. 배후에는 주노산과 로버츠산이 있으며 팬핸들 지역의 상업과 유통 중심

지이다. 부근에 멘던홀 빙하, 트레시암 피오르드 빙하. 슬레이셔만 국립공원이 있고, 알래스카대학교 분교와 알래스카 주립 박물관, 라스트찬스

광산박물관 등이 있다.



③ 알래스카 –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



④ 알래스카 - 싯카

싯카의 정식 명칭은 'City and Borough of Sitka＇로 알래스카 남동부 알렉산더군도 배러노프 섬 서쪽 해안에 자리잡고 있다. 1799년 러시아인

알래스카 총독이었던 바라노프가 건설한 도시로 1808년 부터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지배하던 시기 동안에 알래스카 수도의 역할을 했다. 1867

년 알래스카가 미국에 넘어간 이후 도시명을 싯카로 변경하였고 수도(주도)가 주노로 옮겨지기 전까지 알래스카의 중심도시역할을 하였으며

원주민인 틀링깃족과 러시아의 문화가 섞여 공존하는 특별한 도시이다.



⑤ 알래스카 - 케치칸

알렉산더 군도의 리빌러기기 도섬에 위치한다. 인사이드수로를 따라 펼쳐져 있는 항구로, 항공교통과 기선이 알래스카해양 고속도로를 통해 연

결된다. 연어, 넙치 등의 어획량이 많고 관광업이 도시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울창한 침엽 수림으로 뒤덮여 있으며, 많은 인디언 유적들

이 있다.



⑥ 캐나다 – 빅토리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남서부에 위치한 벤쿠버섬 빅토리아는 기후가 온화하며, 캐나다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의 노년층이 여생을 보내

는 최고의 휴양도시 중 하나이다. 부차트가든 등 다양한 관광지를 가지고 있다.



준비 및 안내사항



모든 승객들은 6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은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상품의 경우 비자는 저희가 준비합니다. 여권만 잘 챙겨주세요

(단, 여권은 반드시 전자여권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기 타

준 비 물

여권/비자

준비사항

선상에서의 비용 정산은 미달러로 이루어지지만 신용카드로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선내에서

카지노를 제외한 현금을 사용하실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크루즈에 승선하면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크루즈 카드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반드시 준비해주세요(직불카드, 체크카드 불가)

• 모자, 썬글라스, 썬크림, 편안한 신발(관광 및 선상 스포츠를 즐기신다면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 정찬 만찬 복장 : 정장[남성 = 정장이나 콤비스타일 / 여성 = 원피스 또는 투피스형 드레스 권장]

※ 외출복 정장이나 한복도 좋으나 복장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 평상시 복장: 일반 캐주얼 복장(면바지, 티셔츠, 반바지 등 가능)

• 상비약(상시 복용하는 의약품은 소지하셔야 합니다)

• 기항지 관광시 가족당 1개의 작은 손가방을 휴대하시면 좋습니다. 여성용 큰 핸드백도 좋습니다

• 기타 일반 휴대품(칫솔, 면도기 등 1회 용품, 휴대용 양산 및 우산)

• 해외 음식이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별도로 음식 준비하시되 진공포장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크루즈 승선시 반입이 거절되실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알래스카의 5월 날씨는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조석으로 춥고, 낮에는 따뜻합니다)

110v, 60Hz 사용 (편안한 여행을 위해 멀티어댑터를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출발일 아침, 점심, 복귀일 점심식사 / 매너팁 / 기타 개인 경비

날 씨

전 압

선 상 팁

항 공

객 실

불 포 함

한국 -16시간 (한국이 16시간 빠름)시 차

미국달러 (약 100달러 / 소액권 포함하여 환전)

- 현지에서 음료, 기념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무 외에는 거의 현금을 쓰실 일은 없습니다.

- 단, 크루즈 내에서 카지노를 이용하실 분께서는 별도로 환전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환 전

여행일정 중 쇼핑, 옵션 없음기 타

안내사항

크루즈 여행은 객실 승무원이나, 레스토랑 웨이터, 레스토랑 지배인 등의 직원들에게 주는 팁이

필수이나 본 행사의 크루즈 선상팁은 크루즈 비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 좌석 및 호텔, 크루즈 내 객실은 여행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업체에서 배정하고 있어

항공의 경우 신혼 여행객들도 떨어져 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행끼리 앉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혹시 자리가 떨어지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