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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지역 운항시기

호주&뉴질랜드, 남태평양&피지

남미&남극 남미&남극

지중해/유럽 

캐나다&뉴잉글랜드

 한중일, 동남아, 카리브해, 바하마, 버뮤다, 갈라파고스

알래스카, 북유럽 호주&뉴질랜드, 남태평양&피지

셀러브리티 크루즈 세계 운항 지도 

전세계	7대륙	280개	기항지	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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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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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제 모바일로 셀러브리티	크루즈를 만나세요. 
m.celebritycruise.kr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던 럭셔리 셀러브리티 크루즈 
Modern Luxury Lives Here

지중해ㆍ북유럽ㆍ알래스카ㆍ카리브해ㆍ아시아ㆍ남미ㆍ남극ㆍ호주ㆍ뉴질랜드ㆍ남태평양ㆍ피지

중동ㆍ하와이ㆍ바하마ㆍ버뮤다ㆍ파나마ㆍ캐나다ㆍ뉴잉글랜드ㆍ갈라파고스

www.celebritycruise.kr     m.celebritycruise.kr



선상 야외 천연잔디, 론 클럽 (Lawn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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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크루즈선  살스티스호(Celebrity	Solstice) 2008년 11월 처녀운항 / 이쿼녹스호(Celebrity	Equinox) 2009년 8월 처녀운항 / 이클립스호(Celebrity	Eclipse) 2010년 4월 처녀운항   

실루엣호(Celebrity	Silhouette) 2011년 7월 처녀운항 / 리플렉션호(Celebrity	Reflection) 2012년 10월 처녀운항     

*위 제원은 살스티스 클래스 중 살스티스호의 예입니다.

살스티스	클래스		•Solstice Class

화려한 수상경력에 빛나는 모던 럭셔리 컨셉의 셀러브리티 크루즈는 현대인의 모던 라이프 스타일을 크루즈 여행에 접목시킨 선사로 

세계 최고의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예술가들이 빚어낸 아름다운 13척의 크루즈 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셀러브리티 크루즈는 아름답고 여유로운 선내공간과 선실, 월드클래스 다이닝, 다양한 액티비티와 선상시설을  

승객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던 럭셔리 셀러브리티 크루즈

 ●모던	럭셔리	디자인의	13척	크루즈선– 셀러브리티 크루즈 소속 13척의 크루즈선은 현대 모던 라이프와 클래식한 크루즈가 조화를 이룬 크루즈선으로 살스티스 클래스에 

도입된 선사 최초 선상 야외 천연잔디 공간인 론 클럽을 비롯하여 메인 다이닝룸에 마련된 2층 높이의 와인 타워, 선실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발코니 선실에 이르기까지 더욱 밝고 넓은 선상 공간과 시설 제공

 ●화려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최고의	다이닝– 세계적 레스토랑 가이드북 미슐랭 셰프가 선보이는 수준 높은 음식 메뉴와 2층 높이의 와인 타워에 마련된 400여 종의 와인, 

서빙되는 음식과 최상의 조화를 이룰 와인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전문 소믈리에, 24시간 룸 서비스,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12개의 

스페셜티 레스토랑, 아쿠아 클래스 전용 블루 레스토랑, 스위트 클래스 전용 루미네 레스토랑 제공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 하루 두번 제공되는 룸서비스에서 시작해 굿나잇 초콜릿, 한여름 기항지 관광에서 돌아온 승객을 맞이하는 웰컴백 음료와 얼음 핸드타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승객 개개인에 맞춰 세심한 배려를 기울인 승객 대 승무원 2:1 비율 감동 서비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기항지– 기항지에서 하루를 더 머무르는 더욱 다양해진 오버나이트 일정, 전문화된 지식으로 기항지 별 여행 정보와 팁을 제공해 주는 컨시어지 스텝과 

함께 전세계 7대륙 280여 도시로 기항

엣지호 하이라이트

 ●매직	카펫ㅣMagic	Carpet–엣지호 오른편에 위치한 돌출된 선내 공간인 매직 카펫은 떠다니는 마법 양탄자와 같이 엣지호 2층~13층을 움직이며 각 층의 분위기에 맞춰 

때로는 웰컴 갱웨이, 스페셜티 레스토랑, 야외 수영장과 연결된 라운지&바로 변모하여 탁트인 바다전망을 바라보며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거나 식사를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리조트	덱ㅣResort	Deck–엣지호 디자인에 참여한 세계적 명성의 디자이너 톰 라이트(Tom Wright)가 어린시절 뛰어놀던 놀이터에서 영감을 얻어 13층 야외에 마련한 

공간으로 옥상 정원인 루프탑바에서는 신선한 자연 공기 속에서 산책과 야외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성인 전용 수영장인 솔라리움에서는 평온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해진	선실	타입ㅣEdge	Stateroom–엣지호의 81%는 발코니 선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새로 추가된 인피니트 베란다 선실은 살스티스 클래스에 비해 23%가 넓어진 

선실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개인 야외 공간과 자쿠지가 마련된 엣지 빌라, 엣지 펜트하우스 등 새로운 스위트 선실 추가와 함께 더욱 다양해진 선실 타입을 

제공합니다. 모든 선실은 버튼 하나로 조명, TV, 온도, 발코니 창을 조절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In-room Automation)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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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크루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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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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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트호(Celebrity Summit) 2001년 10월 처녀운항(2012년 1월 개보수)  

컨스텔레이션호(Celebrity Constellation) 2002년 5월 처녀운항(2017년 5월 개보수)

*위 제원은 밀레니엄 클래스 중 밀레니엄호의 예입니다.

제원 
총 톤수•2,842톤 전장/전폭•90m/14m 총   탑승객•92명

소속 크루즈선  

엑스퍼디션호(Celebrity Xpedition) 2004년 6월 처녀운항 (2013년 개보수)  

엑스피리언스호(Celebrity Xperience) 2017년 3월 처녀운항

엑스플로레이션호(Celebrity Xploration) 2017년 3월 처녀운항

*위 제원은 엑스퍼디션 클래스 중 엑스퍼디션호의 예입니다.

혁신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조화
‘NEW’ 셀러브리티 엣지호 (Celebrity Edge)

2018년 12월부터 동/서부 카리브해 7박 8일 운항
제원 총 톤수•129,500톤 전장/전폭•306m/39m 총   탑승객•2,918명

소속 크루즈선  셀러브리티 엣지호(Celebrity Edge) 2018년 12월 처녀운항 예정(카리브해) 

엣지	클래스•Celebrity Edge

엑스퍼디션	클래스•Xpedition Class밀레니엄	클래스•Millennium Class

바다 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셀러브리티 살스티스호(Celebrity Solstice)

MEET OUR SHIPS 보유	크루즈선That’s Modern Luxury
프리미엄	크루즈의	특별함	
셀러브리티	크루즈

실내 사우나, 페르시안 가든(Persian Garden) 메인 다이닝 룸 (Main Dining Room)

2016

“LUXURY/
SPECIALIST CRUISE
LINE OF THE YEAR”

-TTG Travel Awards 2016

2015

“BEST DINING”
Celebrity EquinoxSM

-UK Cruise Critic
Cruisere' Choice 

Awards

2015

“BEST VALUE”
Celebrity Silhouette®

-UK Cruise Critic
Cruisere' Choice 

Awards

2016

“THE WORLD'S
TOP 100 TRAVEL
EXPERIENCES”

-Condé Nast
Traveller Awards

2014

“AWARD OF
EXCELLENCE”

-Wine Spectator

2015

“BEST OVERALL”
Celebrity EquinoxSM

-UK Cruise Critic
Cruisere' Choice Awards

2014

“BEST LARGE
CRUISE LINE”

-The Telegraph
Travel Awards

2015
“BEST FOR

MEDITERRANEAN
CRUISES”

Celebrity Reflection®

-UK Cruise Critic
Cruisers' Choice

Awards

2015

“BEST 
ULTRA LUXURY
CRUISE LINE”

-Irish Travel
Industry Awards

 2008-
 2015

“BEST PREMIUM
CRUISE LINE”

-Travel Weekly(US)
Reader's choice Awards

엣지 매직 카펫 엣지 리조트 덱 엣지 빌라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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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	승화된	아름다운	살스티스	클래스가	
여러분의	환상적인	크루즈	여행을	안내합니다

Open up to the possibilities
셀러브리티 크루즈가 새롭게 선보인 살스티스 클래스 크루즈쉽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손길을 그대로 담아 크루즈쉽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전체 선실의 85%가 발코니(90% 오션뷰) 선실로 구성돼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우아한 갤러리와 부티끄, 세계적인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년 랜치의 

아쿠아 스파 등 세련된 시설들은 누구나 꿈꾸어 왔던 럭셔리의 정점입니다. 

아쿠아 스파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아쿠아 클래스 선실은 릴렉세이션 룸과 페르시안 가든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어 

건강하고 활기찬 크루즈 여행을 약속하는 셀러브리티 크루즈만의 특별한 가치입니다. 

셀러브리티 살스티스호 쉽 하이라이트 Ship Highlights 

1 선셋	바 (Sunset Bar)
바다를 조망하며 칵테일을 즐기는 야외바

2 오션뷰	카페&바(Oceanview Cafe&Bar)
뷔페 레스토랑

3 론	클럽(The Lawn Club)
골프, 잔디볼링, 피크닉 등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천연 잔디

4 핫	글래스	쇼(Hot Glass Show)
유리공예쇼가 펼쳐지는 곳

5 마티니	바(Martini Bar&Crush)
100가지가 넘는 음료를 맛볼 수 있는 바

6 아쿠아	클래스(Aqua Class)
스파와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제공하는 선실 등급

7 메인	수영장(Pool Area)
실외 수영장 및 일광욕장

8 풀	바(Pool Bar)
간단한 스낵을 즐길 수 있는 풀 사이드 바

9 솔라리움(Solarium)
성인전용 실내 수영장 및 일광욕장 

10 아쿠아	스파	카페(Aqua Spa Cafe)
가볍고 건강한 스낵을 즐길 수 있는 카페

11 아쿠아	스파(Aqua Spa)
풀 트리트먼트와 스페셜 케어를 제공하는 살롱

12 페르시안	가든(Persian Garden)
아쿠아 스파 내에 위치한 실내 사우나

13 살스티스	덱(Solstice Deck)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최상층 덱

14 X	클럽(X Club)
10대 청소년을 위한 댄스 클럽 라운지

15 펀	팩토리(Fun Factory)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

16 스카이	옵저베이션	라운지(Sky Observation Lounge)
360̊ 조망의 최상층 라운지

17 스카이	컨퍼런스	센터(Sky Conference Center)
최신식 기기와 무선 랜을 갖춘 200석 규모의 컨퍼런스 센터

18 피트니스	센터(Fitness Center)
최신 시설이 가득한 피트니스 센터

19 스파	베란다(Spa Veranda)
스파 후 일광욕을 즐기는 곳

20 살스티스	대극장(Solstice Theatre)
환상적인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대형극장

21 퀘사르(Quasar)
나이트 클럽

22 셀러브리티	센트럴(Celebrity Central)
라이브 뮤직,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소극장

23 갤러리아	테이스팅(Galleria Tasting)
쇼핑 센터에 위치해 있는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바

24 갤러리아	부티크(Galleria on the Boulevard&Galleria Boutiques)
면세 쇼핑센터

25 포춘	카지노(Fortunes Casino)
16개의 테이블과 200대의 게임머신이 있는 카지노

26 아트	갤러리(Art Gallery)
다수의 콜렉션을 갖춘 갤러리

27 비스트로	온	파이브(Bistro on Five)
샌드위치, 크레페 등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

28 셀러브리티	아이라운지(Celebrity ilounge)
24시간 오픈하는 인터넷 카페

29 도서관(The Library)
세계 각국의 서적을 고루 갖추고 있는 도서관

30 카드룸(Card room)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

31 팀	얼스(Team Earth )
지구, 자연을 주제로 한 라운지

32 마이클스	클럽(Michael's Club)
고품격 인테리어를 갖춘 프라이빗 라운지

33 카페	알	바치오&젤라테리아(afe al Bacio&Gelateria)
스페셜 커피와 여러 종류의 젤라또를 맛볼 수 있는 카페

34 셀러	마스터스(Cellar Masters)
와인 바

35 패스포트	바(Passport Bar)
특별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바

36 블루(Blu)
아쿠아 클래스 고객 전용 레스토랑

37 앙상블	라운지(Ensemble Lounge)
우아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바

38 무라노(Murano)
프랑스 요리 전문 스페셜티 레스토랑

39 실크	하비스트(Silk Harvest)
퓨전 아시아요리를 서브하는 스페셜티 레스토랑

40 투스칸	그릴(Tuscan Grille)
이탈리아풍의 그릴 요리 전문 스페셜티 레스토랑

41 그랑	에페르네	다이닝	룸(Grand Epernay Dining Room)
풀코스 정찬이 제공되는 메인 다이닝 룸

42 루미네(Luminae)
스위트 클래스 고객 전용 레스토랑

살스티스 클래스 크루즈쉽에는 550㎡의 넓이에 

18개의 샵과 1개의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4층에 7개, 5층에 10개, 12층에 풀 키오스크(상점), 

15층에 론 클럽 샵을 통해 선상에서 누리는 면세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유리공예로 유명한 코닝 뮤지엄(Corning Museum)과 

합작하여 선보이는 핫 글래스 쇼는 크루즈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15층인 Lawn Club덱에 

위치해 있으며,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신기한 

유리 공예 쇼가 펼쳐지며 직접 유리공예를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100%의 천연잔디가 마련된 론 클럽에서는 크루즈 

여행 중에도 자연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30㎡의 넓이로 15층 Lawn Club덱에 위치한 론 

클럽에서는 잔디 볼링, 크리켓, 3홀 퍼팅 코스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테라스가 있어 

여유롭게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통적인 식사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무라노

(Murano), 아쿠아 스파 클래스 선실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저염&저지방의 음식을 제공하는 

블루(Blu), 다양한 아시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실크 

하비스트(Silk Harvest), 이탈리아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포함한 그릴 요리 전문 레스토랑 투스칸 

그릴(Tuscan Grill)이 크루즈 여행의 품격을 한껏 

높여줍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Tihany Design에 의해 

디자인된 그랑 에페르네 다이닝룸은 3, 4층에 걸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감각의 특별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더욱 품격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400여 종의 

와인이 구비되어 있는 2층 높이의 와인 타워가 

인상적입니다.

Galleria Boutiques
갤러리아	부티크

Hot Glass Show
핫	글래스	쇼

The Lawn Club
론	클럽

3 4 24 4136,38,39,40

Specialty restaurant
스페셜티	레스토랑

Grand Epernay Dining Room
그랑	에페르네	다이닝	룸

살스티스	클래스	제원	및	소속	크루즈선

 *총	톤수：122,000톤                                       *총	탑승객：2,850명                                       *전장/전폭：317m/37m                                   *총	승무원：1,255명 

*살스티스호(Celebrity	Solstice)	처녀운항 : 2008년 11월 *이쿼녹스호(Celebrity	Equinox)	처녀운항 : 2009년 8월 *이클립스호(Celebrity	Eclipse)	처녀운항 : 2010년 4월

알래스카,	호주/뉴질랜드,	하와이,	남태평양&피지	 지중해,	카리브해	 지중해,	북유럽,	카리브해

*실루엣호(Celebrity	Silhouette)	처녀운항 : 2011년 7월 *리플렉션호(Celebrity	Reflection)	처녀운항 : 2012년 10월 

지중해,	북유럽,	카리브해	 지중해,	카리브해



컨시어지	클래스	혜택&서비스

스위트	클래스	혜택&서비스

아쿠아	클래스	혜택&서비스

셀러브리티 크루즈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가장 혁신적이고 젊은 

선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예술가들이 빚어낸 셀러브리티의 아름다운 13척 크루즈선들은 

놀라움의 경탄을 자아 냅니다.

셀러브리티 크루즈와 함께라면 다양한 도시, 세계적인 걸작품, 

대자연에 이르기까지 크루즈 일정 동안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현지인의 관점에서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셀러브리티 크루즈가 특별한 이유–시그니처 선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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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CELEBRITY CRUISES

바다	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셀러브리티 크루즈에는 다양한 크루즈 일정만큼이나 화려한 수상에 

빛나는 다양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항하는 기항지의 전통 

음식에서 시작해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셀러브리티 

크루즈의 다이닝은 크루즈 여행 중 마주하는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 

셀러브리티 다이닝의 특별함
●메인 다이닝(정찬식사) -담당 웨이터가 서빙하는 풀 코스(에피타이저, 스프,  

샐러드, 메인 식사, 디저트) 식사가 제공되는 메인 다이닝은 바다 위 가장 큰 와인 

콜렉션을 갖춘 식사 공간으로 함께 주문하는음식에 맞춰 최상의 콤비를 이를 수 있는  

와인을 추천해 주는 전문 소믈리에 서비스를 함께 제공

●오션뷰 카페 -캐주얼한 뷔페 스타일 레스토랑으로 다양한 국가의 음식 및 별도로 

마련된 그릴 요리 전문 코너에서 바로 구워낸 다양한 그릴 요리 아침, 점심, 저녁 제공

●전문화 된 스페셜티 레스토랑 - 전통 이탈리안식의 투스칸 그릴(Tuscan Grille)에서 

시작해, 품격있는 프렌치 무라노(Murano), 아시아 퓨전 실크 하비스트(Silk Harvist), 

야외에서 즐기는 전통 그릴 론 클럽 그릴(Lawn Club Grill)에 이르기까지 최대 

12개에 이르는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스페셜티 레스토랑

●루미네 레스토랑 - 스위트 클래스 전용 레스토랑으로 바다 전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한 공간의 레스토랑

●블루 레스토랑 - 아쿠아 선실 이용고객 전용 레스토랑인 블루는 저염&저지방의 

건강식 제공

●룸서비스 - 24시간 룸으로 제공되는 음식서비스

NAVIGATE BY CULINARY STARS

화려하고	다양한	맛의	향연

셀러브리티 크루즈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의 하루를 보다 특별하고 알차게 만들어줄 

셀러브리티 크루즈의 다양한 액티비티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진정한 

휴식을 맛볼 수 있는 스파&피트니스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셀러브리티 크루즈 100배 즐기기
●다양한 선택의 즐거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온 몸을 흔들 수 있는 줌바 클래스, 

친구들과 즐기는 리빙 룸 게임, 와인 잔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와인 맛을 알려 

줄 와인클래스, 아이패드를 통해 흘러나오는 설명을 들으며 선내 진열된 전세계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아이패드 아트투어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스펙타클한 공연과 라이브쇼 -유럽 스타일 공중 곡예 서커스와 마술쇼, 코미디쇼, 

댄스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셀러브리티 대극장과 함께 선내 곳곳에는 그날의 무드에 

맞춰 참여할 수 있는 댄스 스테이지와 라이브쇼 제공

●핫 글래스 쇼 -유리 공예로 유명한 코닝 뮤지엄(Corning Museum)과 합작하여 

선보이는 유리 공예 장인의 특별한 쇼에서부터 유리 공예의 역사를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 및 유리 공예품 경매행사나 디제이와 함께하는 뮤직 공예

●땀 흘리는 즐거움 피트니스 -전문가와 일반 이용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셀러브리티 

크루즈의 격조 높은 피트니스 시설과 필라테스, 요가를 비롯한 다양한 피트니스 프로그램

●진정한 휴식의 시작 캐년 랜치 스파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캐년 랜치  스파

(Canyon Ranch Spa Club)의 다양한 뷰티, 스파, 웰빙 서비스

●포춘 카지노 -슬롯머신에서 시작해 테이블 포커, 블랙잭, 룰렛, 등 최신식 기계 완비 

및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강습, 토너먼트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ALL ROUND YOU, AROUND THE CLOCK

다양한	선택의	즐거움

크루즈 승선과 함께 제공되는 웰컴 드링크에서 시작해 한여름 무더운 

기항지 관광에서 돌아온 승객을 맞이하는 얼음 핸드타올 서비스, 각각의 

기항지에 맞춰 좀 더 상세한 기항지의 정보와 기항지에서의 팁을 

제공하는 기항지 관광 데스크의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 등 셀러브리티 

크루즈 서비스에는 품격이 함께 합니다.

또한 셀러브리티 크루즈는 컨시어지, 아쿠아, 스위트 클래스 

이용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NTUITIVE SERVICE FOR YOU

품격을	더한	맞춤	서비스

•우선 승하선 서비스

•웰컴 스파클링 와인, 신선한 과일

•메인 다이닝에서 웰컴 런치(11:30am~1:00pm)

•고급 브랜드 침구세트&욕실용품

•컨시어지 라운지 이용

•정찬 및 스페셜티 레스토랑 이용시 좌석 선택 

서비스

•무료 구두관리 서비스(Shoeshine)

•조기 승하선 서비스 (우선 체크인 & 텐더 서비스 포함)

•24시간 개인 버틀러 서비스 (업그레이드 된 24시간 무료 룸서비스 메뉴 포함)

•수화물 배달 서비스

•불가리 목욕 용품 제공

•웰컴 스파클링 와인, 신선한 과일&생화

•스위트 전용 레스토랑 루미네 아침, 점심&저녁 식사

•All - In 서비스:인터넷, 소프트 음료와 맥주, 와인 포함한 프리미엄 음료 패키지, 스페셜티 레스토랑 무료 제공

•스페셜티 레스토랑 블루(Blu)에서 무료 식사

•페르시안 가든 및 아쿠아 스파 릴렉세이션 룸 

무제한 이용

•업그레이드된 룸 서비스 메뉴

•아로마테라피 디퓨저&베개 셀렉션

•맞춤 목용 용품 추가 제공:풋 스프레이, 립밤 등

•웰니스 채널 서비스:요청시 명상, 요가 웰니스 

채널 서비스 제공

*스위트 클래스 혜택&서비스는 선실 카테고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스캔하시어 셀러브리티 크루즈의
시그니처 선상시설을 동영상으로 감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