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 크루즈 상품 안내

‘21년 4월 3일 ~ 4월 9일(5박 7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3개국

※�아시아 최대 17만톤 ‘로얄캐리비안콴텀호’



01 상품소개
상품내용, 주요일정요약, 특전사항



동남아시아크루즈 5박 7일

상품명

싱가포르/말레이시아페낭/
태국푸켓

여행지역

2021. 4.3(토) ~ 4.9(금)

여행일정

항공

로얄캐리비안콴텀호

크루즈

페낭페라나칸맨션

상품 소개

로얄캐리비안 콴텀

싱가포르1박 /
전일정기항지관광포함 /
전문인솔자동반

행사특전

파크호텔 알렉산드라

싱가포르항공예정
(항공 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상품가 + 선상팁 등)상품가격

※ 상기 금액은 2인 1실 기준이며, 선내유료시설(유료식당, 면세점, 마사지, 카지노 등)을 제외한 제반 부대경비 포함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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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일정및 방법 신청금및 잔여행사금액납입방법

신청기한 신청방법 잔금납입 기한 납입계좌

2021. 01. 09. 신청서접수및 신청금납입 2021. 02. 08.
(주)더피플투어

신한은행 140-010-253610

상품가격 및 신청방법

대상상품 객실타입 인원 총 금액

동남아 발코니 2명 전화문의



취소료구간 취소료기준

여행개시 90~61일 전까지 신청금배상

여행개시 60~45일 전까지 총 금액중 30%배상

여행개시 44~30일 전까지 총 금액중 50%배상

여행개시 29~15일 전까지 총 금액중 75%배상

여행개시 14~01일 전까지 총 금액중 90%배상

취소료 기준

※�본 상품은 크루즈 특성상 크루즈 및 항공권 예약 보증금 등을 당사에서 선납 진행하는 상품으로 위 취소수수료가적용됩니다.

(여행자 명단 변경 포함)

(1구좌 발코니 기준)

포함 사항 불포함 사항+ -
 왕복항공권, 전용 차량비

 국내외 항공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

 숙박비 및 식사비

 관광비 및 관광지 입장료 / 선상팁

 여행자 보험

 개인 여행경비(카지노 이용, 유료시설 이용,

맥주 · 와인 등 알코올 음료 구입 등 개인 비용)

 각종 매너팁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취소료 및 참고사항



Cruise Route
날짜 장소 도착 출발

1 4/03 (토) 인천공항 – 싱가포르 미정

2 4/04 (일) 싱가포르 17:00

3 4/05 (월) 페낭, 말레이시아 14:30 21:00

4 4/06 (화) 푸켓, 태국 08:00 22:00

5 4/07 (수) 전일 해상

6 4/08 (목) 싱가포르 07:00

7 4/09 (금) 인천국제공항 미정

주요일정 요약

① 싱가포르

② 페낭

③ 푸켓



크루즈 5종 세트 증정

네임택, 짐택, 샌딩팩,
여권커버, 마이보틀등
크루즈여행의필수

아이템증정

크루즈 가이드북 제공

여행일정, 관광지, 크루즈
시설, 크루즈생활등에
대한실질적도움이되는

가이드북

크루즈 생활 편의 제공 여행 관련 서류 대행

크루즈에서의생활이
어렵지않도록, 일일안내문,
선상신문번역등맞춤형

편의제공

타국입국/출국서류
크루즈승선서류
건강질문확인서

대한민국세관신고서등
제반개인작성서류대행

기타 특전사항



02 상세일정
여행 상세 일정 안내



4월 3일(토요일)

※ 항공시간은 예정시간으로 항공좌석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DAY1. 출국 / 싱가포르도착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정

인천국제공항
인솔자미팅

인천발
싱가포르행

(직항항공예정)

싱가포르공항
도착 / 입국수속
/ 가이드미팅

석식 호텔체크인 /
휴식

미정 미정 PM07:00 PM08:30

파크호텔알렉산드라(★★★★) [조식]개별식 [중식]기내식 [석식] 한식



AM10:20

조식 후 체크아웃
/ 가이드미팅

마리나크루즈
센터로이동

로얄캐리비안
콴텀호승선

중식후 쉽투어
/ 안전훈련

싱가포르출항
(페낭 향발)

AM10:30 PM12:00 PM01:30 PM05:00

[조식]호텔식 [중식]크루즈식 [석식]크루즈식로얄캐리비안콴텀(★★★★★)

4월 4일(일요일)

☆ 다양한 크루즈 편의시설 이용 및 공연관람 등 액티비티 참여 ☆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DAY2. 크루즈승선 /출항



PM02:30

페낭도착및 하선
/ 가이드미팅

페낭기항지관광
(페라나칸맨션, 조지타운

트라이쇼등)

크루즈복귀 크루즈출발
(푸켓 향발)

PM03:30 PM08:00 PM09:00

[조식]크루즈식 [중식]크루즈식 [석식]한식

4월 5일(월요일)

☆ 다양한 크루즈 편의시설 이용 및 공연관람 등 액티비티 참여 ☆

로얄캐리비안콴텀(★★★★★)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DAY3. 말레이시아페낭



AM08:00

푸켓도착및 하선
/ 가이드미팅

푸켓기항지관광
(타이 전통마사지,

왓찰롱사원, 돌고래쇼)

크루즈복귀 크루즈출발
(싱가포르향발)

AM09:00 PM09:00 PM10:00

[조식]크루즈식 [중식]한식(삼겹살) [석식] 크루즈식

4월 6일(화요일)

☆ 다양한 크루즈 편의시설 이용 및 공연관람 등 액티비티 참여 ☆

로얄캐리비안콴텀(★★★★★)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DAY4. 태국푸켓



ALLDAY

다양한크루즈액티비티및 편의시설이용, 공연관람등 크루즈곳곳에서추억남기기~

[조식]크루즈식 [중식]크루즈식 [석식]크루즈식

4월 7일(수요일)

로얄캐리비안콴텀(★★★★★)

• 크루즈곳곳에서사진남기기

• 선상풀, 자쿠지에서즐기는휴식

• 바다가보이는선상헬스장

• 행운을시험하는카지노

• 멋진라이브공연

• 라인댄스, 수건접기등 여가강습

• 다양한테마레스토랑(유료)

• 최고급퀄러티선상공연

• 플로라이더의짜릿한경험

• 암벽등반

• 미니골프

DAY5. 전일해상일정



[조식]크루즈식 [중식]한식 [석식]현지식

4월 8일(목요일)~4월 9일(금요일)

여행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M08:00

싱가포르도착및
하선 / 가이드미팅

싱가포르관광
(가든스바이더베이,
멀라이언공원,

클락키리버보트등)

싱가포르공항이동 /
출국수속

창이국제공항출발
(4월 9일)

인천국제공항
도착

(4월 9일)

AM10:00 PM08:30 미정 미정

※ 항공시간은 예정시간으로 항공좌석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DAY6~7. 하선 / 싱가포르관광 /귀국



Royal Caribbean
Quantum

로얄캐리비안콴텀호는동남아최대크기를자랑하는
세계최고수준의럭셔리크루즈입니다.

크루즈에서즐기는다양한스포츠, 브로드웨이스타일의공연과마술,
퍼레이드, 파티, 카지노등 다채로운엔터테인먼트프로그램으로
잊지못할추억을선사합니다.

총 톤수 총 승객수

총 승무원 건조

전장 높이

최대속도

크루즈소개



03 관광지 소개
모항지, 기항지등 관광지 소개



싱가포르

20세기 후반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로, 싱가포르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

중 하나이며, 정유시설과 금융

산업은 세계에서 각각 3, 4번째

규모이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15%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고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5만달러, PPP

환산 국민소득은 6만달러에

달하며, 1인당 외환보유고가 세계

최정상권인국가다.



말레이시아페낭

페낭섬은 서말레이시아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옛날 해양 무역

의 중요한 거점으로 번영을

누린 섬이다. 페낭섬은 동서

15km, 남북 24km 로 작은 섬이

지만 동남 아시아 최고의 비치

리조트가 있는 랑카위로 향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페낭의 역사 문화

체험을 하기에도 매우 적당한

곳이다.



태국 푸켓

신혼부부들의 신혼여행지로 알

려지기 시작한 푸켓은 아름다운

바다와 섬, 시내의 관광지를 둘

러볼 수 있는 여행지로 탈바꿈

하고 있다. 푸켓에서는 왓찰롱

사원 방문과 전통 타이마사지,

삼겹살 식사 및 최근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돌고래쇼까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04 준비 및 안내사항
현지정보, 준비물,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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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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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용 카 드

• 모자, 썬글라스, 썬크림, 편안한 신발(기항지 관광 및 선상에서 운동을 즐기신다면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 정찬 만찬시 복장 : 정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남성 = 짙은 색 정장, 흰색 셔츠, 넥타이, 정장 구두

: 여성 = 원피스 또는 투피스형 드레스를 권장해 드립니다.(평상시 외출복 정장이면 무난하며 한복도 좋습니다)

※�단, 복장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 평상시 복장 : 가벼운 캐주얼 복장(반바지, 수영복, 면 티셔츠, 샌달, 운동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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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준 비 물

여권/비자

준비사항



싱가포르, 페낭, 푸켓은 모두 덥고 습한 지역으로 1년 내내 동일한 기후를 나타냅니다.

싱가포르 기준: 220~240v, 50Hz 사용

크루즈 여행은 객실 승무원이나, 레스토랑 웨이터, 레스토랑 지배인 등의 직원들에게 팁을 주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본 행사의 크루즈 선상팁은 크루즈 비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팁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발일 아침 / 매너팁 / 기타 개인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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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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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혹시 자리가 떨어지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 씨

전 압

선 상 팁

항공/객실

불 포 함

한국기준 -1시간 (싱가포르가 1시간 느림)시 차

1인 약 5만원[(약20 싱가폴 달러/약 30US달러) *소액권 포함하여 환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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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크루즈 내에서 카지노를 이용하실 분께서는 별도로 환전 준비(US달러)해오시기 바랍니다.

환 전

옵션 없음기 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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