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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브리티크루즈 세계 운항 지도 

전세계 7대륙 300개 기항지 운항

지중해•북유럽•알래스카•카리브해•아시아•남미•남극•호주•뉴질랜드•남태평양•피지

중동•하와이•바하마•파나마•캐나다•뉴잉글랜드•갈라파고스

www.celebritycruise.kr    m.celebritycruise.kr    customer@celebritycruise.kr

Tel. (고객지원) 02-737-0003 ㅣ (영업·제휴) 02-732-7700 ㅣ Fax. 02-734-0328
셀러브리티크루즈 한국총판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제 모바일로 셀러브리티크루즈를 만나세요. 
m.celebritycruise.kr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던 럭셔리 셀러브리티크루즈 
2018/19 알래스카 크루즈

www.celebritycruise.kr     m.celebritycruise.kr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호주&뉴질랜드, 남태평양, 한중일, 동남아, 중동

남미&남극 남미&남극지중해/유럽 

알래스카, 북유럽 호주&뉴질랜드, 남태평양, 한중일, 동남아, 중동

카리브해, 바하마, 버뮤다, 갈라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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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셀러브리티 살스티스호(Celebrity Solstice)

That’s Modern Luxury
프리미엄 셀러브리티크루즈로 즐기는 
특별한 알래스카 크루즈

알래스카의 수도 주노 (Juneau)

화려한 수상경력에 빛나는 모던 럭셔리 컨셉의 셀러브리티크루즈와 함께 즐기는 알래스카 크루즈는 특별함에 품격을 더했습니다. 일년 중 5월에서 

9월 한시적으로 운항하는 알래스카 크루즈는 광활한 산맥을 뒤덮은 새하얀 눈과 함께 살아있는 빙하를 가장 가까이에서 럭셔리한 방법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선상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그림 같은 풍경의 피오르드 빙하 외에도 야생화로 가득한 초원지대부터 운이 좋다면 고래와 

수달 등의 야생동물을 직접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알래스카 크루즈를 예술로 승화된 바다 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셀러브리티크루즈와 경험하세요.

대자연의 보고 스워드 (Seward) 알래스카 토속 순록 카리부 (Caribou)

알래스카 북부빙하 
크루즈 8일 
ALASKA NORTHERN GLACIER CRUISE 밀레니엄호

알래스카 트레이시 암 피요르드 
크루즈 8일 
ALASKA TRACY ARM FJORD CRUISE 살스티스호

알래스카 남부빙하 
크루즈 8일
ALASKA SOUTHERN GLACIER CRUISE 밀레니엄호

알래스카 하버드빙하 
크루즈 8일
ALASKA HUBBARD GLACIER CRUISE 인피니티호

 일차  기항지 도착 출발

 1일차 벤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 16:30 

 2일차 인사이드패시지(내수면 항해) - - 

 3일차 케치칸, 알래스카 07:00 15:00 

 4일차 아이시스트레잇포인트, 알래스카 10:00 20:00 

 5일차 주노, 알래스카 07:00 21:30 

 6일차 스케그웨이, 알래스카 07:00 16:00 

 7일차 하버드빙하(항해) 07:00 11:00 

 8일차 스워드, 알래스카 05:00 - 

 일차 기항지 도착 출발

 1일차 시애틀, 워싱턴주 - 16:30 

 2일차 해상 - - 

 3일차 케치칸, 알래스카 07:00 16:00 

 4일차 트레이시 암 피요르드, 알래스카 06:00 10:00 

 4일차 주노, 알래스카 13:30 22:00 

 5일차 스케그웨이, 알래스카 07:00 18:00 

 5일차 알래스카 인사이드 패시지 18:30 22:30

 6일차 해상 - - 

 7일차 빅토리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17:30 23:59 

8일차 시애틀, 워싱턴주 06:00 -

 일차 기항지 도착 출발

 1일차 스워드, 알래스카 - 20:00 

 2일차 하버드 빙하(항해) 14:00 18:00 

 3일차 주노, 알래스카 09:00 21:00 

 4일차 스케그웨이, 알래스카 07:00 20:30 

 5일차 아이시 스트레잇 포인트, 알래스카 06:30 15:00 

 6일차 케치칸, 알래스카 09:00 18:00 

 7일차 인사이드 패시지(내수면 항해) - -

 8일차 벤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07:00 - 

 일차 기항지 도착 출발

 1일차 벤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 20:00 

 2일차 인사이드 패시지(내수면 항해) - - 

 3일차 아이시스트레잇포인트, 알래스카 15:30 22:00 

 4일차 하버드 빙하(항해) 10:30 14:30 

 5일차 주노, 알래스카 07:30 20:00 

 6일차 케치칸, 알래스카 14:00 20:30 

 7일차 인사이드 패시지(내수면 항해) - -

 8일차 벤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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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운항 크루즈선
예술로 승화된 아름다운 셀러브리티크루즈의 

살스티스호, 밀레니엄호, 인피니티호가 환상적인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안내합니다.

●반 에이커 면적의 야외 천연잔디 론 클럽

●바다 위 가장 큰 와인 콜렉션인 메인 다이닝 내 와인 타워 

●영화감상과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야외 테라스 테이스트 오브 필름

●론 클럽 옆에 위치한 야외 카바나 휴식공간 엘코브

●따듯한 돌침대가 마련된 건/습식 적외선 사우나 공간 페르시안 가든

●은은한 조명과 음악 선율이 흐르는 성인전용 실내 수영장 솔라리움

●해먹과 안락한 의자가 마련되어 있는 릴렉세이션 라운지

●애플 기기가 마련되어 있는 24시간 오픈 아이 라운지

●중앙 홀 상단 크루즈쉽을 대표하는 천연 나무가 설치된 센트럼

출발일자

*5월~9월 매주 일요일 출발

출발일자

*5월~9월 북부빙하와 격주로 매 금요일 출발

출발일자

*5월~9월 매주 금요일 출발

 (일정에 따라 벤쿠버 출발 시애틀 도착 또는 시애틀 출/도착)

출발일자

*5월~9월 남부빙하와 격주로 매 금요일 출발

밀레니엄호(Celebrity Millennium) 2000년 6월 처녀운항(2012년 5월 개보수)  

인피니티호(Celebrity Infinity) 2001년 3월 처녀운항(2012년 5월 개보수)

제원│총 톤수•91,000톤   전장/전폭•294m/32m   총 탑승객•2,138명

살스티스호(Celebrity Solstice) 2008년 11월 처녀운항 

제원│총 톤수•122,000톤   전장/전폭•317m/37m   총 탑승객•2,850명

시그니처 선상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