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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빙하 크루즈 8일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토요일 출발   

Golden Princess크루즈 [5성급 프리미엄 크루즈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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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크루즈 운항 노선 및 일정 개요 

[ 크루즈 노선도 ] [ 크루즈 일정 개요 ] 

DATE DAY PORT ARRIVE DEPART 

5월 24일 금 LA국제공항(LAX)출발 - 00:00 

5월 25일 토 
앵커리지(AK)공항 도착 

위디어 항구 승선 및 출발 
00:00 20:30 

5월 26일 일 
하버드 빙하 

(SCENIC CRUISING) 
15:00 20:00 

5월 27일 월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 

(SCENIC CRUISING) 
09:15 19:30 

5월 28일 화 스케그웨이 07:00 20:30 

5월 29일 수 쥬   노 06:30 17:00 

5월 30일 목 케치칶 10:00 18:00 

5월 31일 금 
해   상 

(인사이드 패시지) 
- 

6월 2일 토 
밴쿠버 / 크루즈 하선 

LAX로 출발 

07:30 

00:00 

00:00 

- 

LAX - 위티어 - 하버드 빙하 -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 - 

스케그웨이 - 쥬노 - 케치칸 - 

해상 - 밴쿠버 - 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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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크루즈 상품  안내 

구 분 세부 내역 

포함사항 

항공요금(LAX / ANC – YVR / LAX) 

크루즈 요금 (크루즈 객실, 선내식사, 선내 부대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항구세 및 TAX 포함) 

첫날 Anchorage및 마지막날 Vancouver 시내관광 및 공항-항구 간 교통편 

불포함사항 

일반 가이드팁, 기사팁, 인솔자팁 및 식당팁 등 

선내팁 (1인, 1박당 $14, 총 $98) 

기항지 선택관광 

여행자보험 

기타 

안내사항 

예약금은 1인 $500이며, 예약금 입금 시 예약이 최종 확정됩니다. (잔금은 출발 75일전 완납) 

크루즈 여행의 경우 선사의 취소료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 경비 내측 부분창문 완전창문 발코니 

2인 1실, 1인 요금 기준 $1,299 - - $2,099 

1. 출    발    일 : 5월 25일. 
2. 여 행   기 갂 : 7박 8일 (금요일 출발, 토요일 도착) 
3. 이 용   항 공 : 알래스카 항공 혹은 에어 캐나다. 
4. 크루즈  선박 : 프린세스 골든 호 (142,229톤) 
5. 크루즈승하선 : 위티어 (알래스카, 미국) – 밴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 
6. 상    품    가 : 아래 참조 (2인 1실, 1인 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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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크루즈 선박 안내  –  프린세스 로얄 호 

크루즈 선박 제원 

선  사 프린세스(미국) 선박길이 1,038 ft 

총톤수 142,229 톤 선박높이 217 ft 

데 크(층수) 19 층 총탑승객 3,560 명 

선박 리노베이션 2013 년 총승무원 1,346 명 

Princess Cruises  

5-Star 프리미엄 크루즈의 특별함, 골든프린세스 크루즈 .  
  

 프리미엄 크루즈의 특별함 
프린세스 크루즈는 클래식한 크루즈의 매력을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접목시킨 대표적인 프리미엄 선사입니다. 세심한 서비스와  웨스트 엔드 
스타일의 화려하고 품격 높은 공연, 세계적인 요리사가 제안하는 고품격 다이닝, 격조 높은 선상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크루즈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넓은 선상에서의 다양한 선택과 승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 
상상을 초월하는 초호화 시설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볼거리와 향연은 프린세스만의 흉내낼 수 없는 자랑입니다.  11만톤급의 골든호는 
크루즈라기 보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AOL 카페, 9홀 미니 골프와 가상 골프장, 남서부 스타일의 레스토랑, 이태리 레스토랑,  
피자리아와 햄버거 그릴, 24시간 레스토랑까지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식사옵션과  라운지, 나이트 클럽, 카지노는 크루즈 여행의 재미를 부여합니다. 
  

진정한 맛의 향연 & 당신을 유혹하는 한밤의 선상 축제 
프린세스 크루즈의 다이닝은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식사 그 이상의 선물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프리미엄 호텔 등 세계적인 특급 호텔의 F&B 매니저 

를  통해 다이닝의 수준을 한층 끌어 올렸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프린세스 크루즈는 활기로 넘칩니다.  화려한 쇼와 스타일리시한 바(Bar)에서 즐기
는  라이브 음악과 칵테일, 세련된 라운지와 클럽, 멋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지노는 여러분의 밤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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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Princess 호 선내 주요시설 

레스토랑 수영장 대극장 

 

아트리움 카페 & 바 카지노 

 

   Ⅲ. 크루즈 선박 안내  –  선내 주요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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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Princess 호 - 선실안내 

Inside(내측객실) Oceanview(오션뷰) Balcony(발코니) 

 

선박의 내측에 위치, 
아늑하고 편안한 경제적인 선실 

바다가 보이는 객실,  
큰 창문은 있으나 개폐는 불가능 

개별 발코니 보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선실 

  ※ 1. 크루즈 선실은 2인 1실 기준으로 트윈침대가 기본으로 배열되며, 더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세면도구, 면도기, 치솔, 치약 등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귀중품 보관은 안전금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선실에는 에어컨,위성티비,전화기,헤어드라이기,샤워시설, 개별화장실, 소파, 안전금고가  
      구비되어 있으며, 모든 객실에 유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합니다. 

   Ⅲ. 크루즈 선박 안내  –  선내 주요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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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상세 여행일정표 

    ♣ 알래스카 빙하 크루즈 8일  

일 자 도시/항구 시 갂 일                      정 식 사 

5/24 

(금) 
LAX 00:00 LA 국제공항 도착 및 수속 후 앵커리지로 출발 

5/25 

(토) 

앵커리지 

위티어 

(알래스카,미국) 

 

 

 

 

00:00 

 

 

 

 

20:30 

 

앵커리지 공항 도착 

★ 앵커리지 선택 관광(시내 관광 + 트랜스포테이션 / $179) 

위티어 도착 후 크루즈 터미널로 이동, 체크인 수속 후 크루즈 승선  

초대형 크루즈 Golden Princess 호 승선 

선내 안전훈련(보통 크루즈 출항 1시간 전에 실시되나,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크루즈 출항 

정찬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대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조 : 불포함 

중 : 불포함 

석 : 선내식 

5/26 

(일) 

허버드 빙하 

(알래스카, 미국) 

전일 

해상 

알래스카 빙하의 중 하나인 허버드 빙하를 지나며 유람을 합니다.  

◐ 알래스카 관광의 하이라이트, 허버드 빙하(Hubbard Glacier) 관람 (15:00~20:00) ◑ 

※ Scenic Cruising(국립공원 지역을 크루즈로 통과하면서 빙하를 관람하시게 됩니다.) 

 § 허버드빙하는 북미에서  제일큰 빙하로  알려져 있다. 빙산의 높이는  무려 11,000피트 

   (3300m),  빙하의 길이는 122km(305리), 그 폭은 10km 에 이른다. 허버드 빙하와 같이 

   이렇케 큰 빙하는  세계에서 세곳, 스칸디나비아, 칠레, 그리고 여기 알라스카 빙하이다.  
 

※ 알래스카 크루즈 일정 중 빙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날입니다. 

※ 빙하 유람을 한 후 선내의 여러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 인솔자가 주요 이벤트 및 선내 프로그램만을 요약, 정리하여 매일 밤 각 선실로 넣어 

   드리는 한글신문을 참고 하시어 크루즈 선내 생활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빙하를 보기위해 갑판에 나가면 춥기 때문에 (겨울용) 점퍼 등을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조 : 선내식 

중 : 선내식 

석 : 선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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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상세 여행일정표 

일 자 도시/항구 시 갂 일                      정 식 사 

5/27 

(월) 

글레시어베이 

국립공원 

(알래스카, 미국) 

전일 

해상 

거대한 빙하와 빙원들로 둘러싸인 글레이시어 국립공원의 빙하를 지나며 유람을 합니다.   

◐ 글레이셔만 국립공원(Glacier Bay National Park) 통과 (09:15 ~ 19:30) ◑ 

※ Scenic Cruising(국립공원 지역을 크루즈로 통과하면서 빙하를 관람하시게 됩니다.) 
 

※ 아침 국립공원의 레인저가 크루즈에 승선하여 국립공원에 대해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두 곳의 빙하와 협곡을 지나면서 범고래, 해달, 바다표범 등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지참해 가시면 빙하와 야생동물들을 보기에 더 유리합니다. 

※ 빙하를 보기위해 갑판에 나가면 춥기 때문에 (겨울용) 점퍼 등을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조 : 선내식 

중 : 선내식 

석 : 선내식 

 

5/28 

(화) 

스캐그웨이 

(알래스카, 미국) 

07:00 

 

 

 

 

20:30 

100년전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골드러시의 시작점, 스캐그웨이 기항 

하선 후 기항지 관광 

★ 기항지 추천 선택관광 ★ 

[추천상품] 유콘탐험과 화이트패스 기차 여행 - 1인 USD189, 약 8시간 진행, 식사 포함 

크루즈 재승선하여 선내 자유시간 

스캐그웨이 출항 

조 : 선내식 

중 : 현지식 

석 : 선내식 

5/29 

(수) 

쥬노 

(알래스카, 미국) 

06:30 

09:00 

 

 

 

 

 

 

 

 

14:30 

16:00 

알래스카주의 주도, 쥬노 기항 

조식 후 쥬노 기항지 관광 

★주노 기항지 추천 선택관광 ★ 

[추천 1] 개썰매 어드벤처 헬리콥터 투어 - 1인 USD579, 약 3시간 소요 

[추천 2] 멘덴홀 빙하 헬리콥터 투어, 연어구이 식사 - 1인 USD359, 약 3시간 소요 

[추천 3] 멘덴홀 빙하, 고래관찰, 연어구이 식사 - 1인 USD209, 약 6시간 소요 

※ 1번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관광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크루즈 선착장 앞의 로버츠산 케이블카 (도보 5분)를 자유롭

게 타고 산 정상을 다녀 오셔도 좋습니다. (왕복 1인 USD34) 

※ 헬기 투어는 기상 사정으로 인하여 당일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 시 전액 환불) 

크루즈 재승선하여 선내 자유시간 

쥬노 출항 

    조 : 선내식 

    중 : 선내식 

 (또는 현지식) 

    석 : 선내식 

    ♣ 알래스카 빙하 크루즈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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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상세 여행일정표 

일 자 도시/항구 시 갂 일                      정 식 사 

5/30 

(목) 

케치칶 

(알래스카, 미국) 

10:00 

 

 

 

 

 

 

 
 

 

17:00 

18:00 

알래스카 연어의 고향으로 일컫는 케치칶 기항 

★케치칸 기항지 추천 선택관광 ★ 

[추천 1] 토템공원 및 럼버잭 쇼 관람 – 1인 USD69, 약 4시간 소요 

[추천 2] 알래스카 우림 야생 보호구역 산책 및 크랩 만찬 - 1인 USD149, 약 4시간 소요 

[추천 3] 수상 비행기 투어 및 크랩 만찬 – 1인 USD229, 약 3시간 소요 
 

※ 알래스카 킹크랩 만찬이 포함되는 프로그램은 크랩이 무제한 제공됩니다. 

※ 알래스카 킹크랩 만찬이 있는 프로그램은 투어와 식사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상 비행기 투어는 기상 사정에 의해 당일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 시 전액 환불) 

※ 케치칸 시내가 다른 알래스카 기항지들보다 기념품 가게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관광이 끝

난 후 타운의 상점가에서 개별적으로 기념품 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 재승선 후 선내 자유시갂 

케치칶 출항 

조 : 선내식 

중 : 선내식 

(또는 현지식) 

석 : 선내식 

5/31 

(금) 

인사이드 패시지 

(알래스카, 미국) 

전일 

해상 

◐ 알래스카 인사이드 패시지를 따라 전일 항해 ◑ 

 

※ 인사이드 패시지(내수면항해/Inside Passage)는 예로부터 인디언들의 수송로로 이용되었

으며, 대륙과 섬들사이의 좁은 통로를 뜻합니다.   

※ 오늘은 크루즈 하선 전 마지막 항해일입니다. 선내의 여러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

겨보시기 바랍니다. 

※ 저녁 식사 후 하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솔자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 : 선내식 

중 : 선내식 

석 : 선내식 

    ♣ 알래스카 빙하 크루즈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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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상세 여행일정표 

일 자 도시/항구 시 갂 일                      정 식 사 

6/1 

(토) 

밴쿠버 

(캐나다) 

 

 

 

 

 

 

각지역 

(미국) 

07:00 

09:00 

 

 

 

 

 

 

00:00 

00:00 

캐나다 밴쿠버 도착 

크루즈 하선 후 캐나다 입국 수속 

가이드 미팅 후 밴쿠버 관광 

 

★ 밴쿠버 선택 관광(시내 관광 / $75) 

 § 그랜빌 아일랜드, 개스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관광 / 중식(자유식) 

 

관광 후 밴쿠버 공항으로 이동 

밴쿠버 공항 도착 및 수속 후 각 지역으로 출발 

젂 미주 각 지역 도착 및 자유 해산. 

조 : 선내식 

중 : 불포함 

※ 상기 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알래스카 빙하 크루즈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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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크루즈 기항지 안내 – 앵커리지, 글레시어베이 국립공원 

글레시어베이 
국립공원 

앵커리지 

알래스카 내륙 관광의 시작 

위치 : 미국 알래스카 주 남부 

인구 : 약 30만명 

알래스카 빙하와 해양 생태의 보고 

글 레 이 셔  만  국 립 공 원 · 보 호 구 (Glacier Bay National Park and 

Preserve)는 알래스카 주남동부의 글레이셔 만에 위치한 국립공원이자 

보호구역이다. 주노에서 북서쪽으로 180km지점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328만 3,246 에이커 (13,287 km²)이다. 이곳의 명물은 뮤어 빙하이다. 

이곳에는 알렉산더 군도와 통가스 국립 삼림지가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200여종의 어류, 22종 이상의 조류도 많이 있다. 그리고 갈색곰, 흑곰, 

산양, 고래, 물개, 독수리 등 여러 종류의 생물도 많이 살고 있다. 

글레이셔 만(Bay) 국립공원은 거대한 조갂빙하(潮間氷河) 지대로 

1992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으로 빙하로 둘러 쌓인 젃벽들이 인상적인 곳이다. 바다위에 떠 있는 

빙하 및 얼음이 녹아 젃벽 사이로 흐르는 크고 작은 폭포를 감상할 수 

있으며, 또한 망원경으로 빙하 위에서 노는 해양생물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빙하와 빙하 사이를 항해하며 마시는 알래스카 산 호박 맥주 

또는 따뜻한 커피 한잒은 글레이셔 만(Bay)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멋짂 

추억이 될 것이다. 

앵커리지(Anchorage)는 미국 알래스카 주 남부의 거의 중앙에 있는 

항구 도시로, 주의 상공업과 금융,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며, 

알래스카의 가장 큰 도시이자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을 구성한다. 

앵커리지는 1956년, 1965년, 1984/85년, 2002년 국가시민연맹에 

의해, 4번 전미국대표시 상으로 지명된 상태이다. 도시는 바둑판 눈금 

모양으로 정비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전국 도시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한바 있다. 1914년에 알래스카 철도의 부설 본부지로서 

건설이 시작되었고 1920년 시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미국기지의 건설, 

북극권 항공로의 개설, 알래스카 유전개발 등으로 비약적인 발달을 

해왔다. 북극권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기후는 비교적 

따뜻하여 7월 평균기온은 13.9도,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0.9도이다. 

앵커리지라는 이름은 철도건설시 미국정부가 시프 크리프 강(en)가의 

배 정박지에 물자보급선의 하역용지를 만들 때 도면에 anchorage의 

a를 대문자로 잘못 쓴 것이 그대로 시 이름으로 채용된 것이 유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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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 노 

 

생태관광의 보고(寶庫) 
 위 치 : 미국 알래스카 주 북부 

 인 구 : 약 32,000명 

 

해안산맥의 서쪽 기슭, 피오르드가 발달한 가스티노 해협 

에 면해 있는 부동항이다. 좁다란 수로를 가운데에 낀  

더글러스섬과는 길이 600m의 현수교(懸垂橋)로 이어진다. 

배후에는 쥬노산과 로버츠산이 있으며, 팬핸들 지역의 

상업과 유통의 중심지이다. 1880년에 조지프 쥬노(Joseph 

Juneau)와 리처드 해리스(Richard Harris)가 금을 발견하 

면서 취락이 생겼으며, 1900년 알래스카 지방의 주도가  

되었다. 한때는 광업이 시의 경제를 주도했지만 1944년 

알래스카-쥬노 금광이 폐광되면서 어업·임업·수산물가공업· 

관광업·정부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연어 통조림 가공업이 활발하며, 제재와 모피 동물의 

사육, 낙농 등도 이루어진다. 교통은 주로 선박과 항공편으로 

운항되며, 시애틀·밴쿠버와 항로가 개설되어 있다. 부근에  

멘덴홀 빙하와 글레이셔만 국립공원이있고, 알래스카대학교 

분교(1972)와 알래스카 주립박물관(1900), 래스트챈스 광산 

박물관 등이 이곳에 있다.  

 

   Ⅴ. 크루즈 기항지 안내 – 쥬노, 스케그웨이   

 

 골드러쉬의 추억(追憶) 
 위   치  : 최북단 린 운하 북쪽 끝 

 인   구  : 약 750명 

 

알래스카 팬 핸들지역인 서남부 해안을 따라 페리호가 오가는 해상 

고속도로(Marine Highway)의 길목에 있다. 1800년대 말 알래스카의 

유명한 클론다이크 골드러쉬 행렬이 시작된 곳이다. 인구는 적으나 

면적은 북미에서 가장 넓은도시이다. 오늘날 이 곳은 클론다이크 골드 

러쉬 국립역사공원과 화이트패스, 칠쿠트(Chilkoot)트레일로 유명하며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스캐그웨이(Skagway) 

라는 이름은 틀링깃 인디언의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북풍이 불어오는 곳’ 

이라는 뜻이다. 1896년 인근 클론다이크에서 금이 발견되자 금을 캐려는 

광부들이 매주 1,000명 이상 들어와 전성기 때의 인구는 8,000명이나 될 

정도로 번성했다. 당시 스캐그웨이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나 

1899년 골드러쉬 붐이 쇠퇴하면서 도시도 함께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스캐그웨이는 관광지로 유명하며, 알래스카 해상고속도로의 북쪽 

경유지로 알래스카를 여행하는 모든 크루즈 배들이 정박하는 도시다. 

1983년에는 연간 관광객수가 16만4천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한 해 

관광객수가 100만 명을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났다. 

스케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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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치칸   

 

 토템마을의 신비(神秘) 
 위   치  :  미국 알래스카 주 남동부  

 인   구  :  약 8,500명 

 

인사이드 수로를 따라 펼쳐져 있는 항구로, 항공교통과 기선이 알래스카 

해양고속도로를 통해 연결된다. 천연 양항(良港)으로서 어업·목재업· 

광산업·펄프가공업의 중심지이다. 특히 연어·넙치 등의 어획량이 많으며, 

1887년 연어 통조림 공장이 도심지역에 세워졌다. 이밖에 관광업도 도시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1898년 인근의 광산에서 구리가 채굴되면서 

급성장하였다. 연평균기온은 7℃로 위도에 비하여 온난하며, 부근 일대는 

울창한 침엽수림으로 뒤덮여 있다. 지명은 원주민 인디언어(語)로 ‘케치 

카한나’란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독수리의 펼친 날개‘라는 의미에서 따온 

인디언 이름의 지명입니다. 알래스카 사우스이스트대학교(1954) 케치칸 

캠퍼스가 있고, 삭스만 토템공원과 토템바이트에는 많은 인디언 토템플  

소장품들이 있다. 1900년에 시(市)로 인가되었다. 

항구 바로 앞에는 토산품, 의류 등 상점들이 즐비해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가벼운 시내 자유관광 및 쇼핑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Ⅴ. 크루즈 기항지 안내 – 케치칸, 빅토리아 

서부 캐나다의 허브도시 

위치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인구 : 약 58만명  

 

벤쿠버 

밴쿠버(Vancouver, 문화어: 벤꾸버)는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남서부에 있는 도시이다. 캐나다에서 토론토와 몬트리올을 잇는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포트 메트로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가장 바쁜 

항구이며, 매년마다 100만 톤의 화물을 다루고 있다. 이 항구는 캐나다와 

아시아 사이의 무역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밴쿠버는 또한 캐나다 서부의 

도매, 소매의 중심지이며, 다른 서부 지역들보다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스키장들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 석유와 석탄 

제품과 제지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인구를 보면 영국계가 가장 많고, 독일계, 이탈리아계, 

프랑스계의 주민들도 산다. 캐나다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로, 밴쿠버의 차이나타운은 북아메리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2번째로 큰 중국인 거리이다. 그리고 약 60,000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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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기타 안내사항  

   ♣ 선내 주요시설  ♣ 

   ■ 실내외 스포츠 시설 (젂 시설 무료 이용) 
   - 실외 수영장, 자쿠지, 조깅 트렉, 휘트니스 센터, 뷰티 센터, 골프 코스 등 

   ■ 레스토랑과 바 (유료 레스토랑을 제외한 젂 레스토랑 무료 이용, 일부 유료 레스토랑은 예약비만 지불하고 이용 가능) 
   - 메인 정찪식당, 뷔페 레스토랑, 24시갂 룸서비스, 다양한 바와 라운지 

   ■ 공공장소와 극장(젂 시설 무료 이용) 
   - 대극장, 카지노, 나이트클럽, 각종 라운지 및 바, 대극장, 회의실(컨퍼런스 센터), 미팅룸, 인터넷 카페, 도서관,  
      아트 갤러리, 선상 면세점, SHOP, 까페 등 

   ■ 기타시설(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 
   - 포토샵, 세탁 및 다림질 서비스, 리셉션/안내데스크, 위성 혹은 무선 젂화통싞, 의무실, 기항지관광 안내데스크 등 

선내 주요시설 및 식사 안내 

♣ 선상 식사 안내 ♣ 

■ 정찪 레스토랑 (메인 레스토랑) 
    - 웨이터의 서빙을 받으며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코스별로 제공이 되며 에피타이저, 스프, 파스타, 메인, 그릴요리의  
      코스가 있고 각각 3개 이상의 다른 선택 메뉴들이 제공되므로 메뉴에서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뷔페 레스토랑 
    - 웨이터의 서빙이나 격식 없이 갂편하게 식사를 하기를 원하거나 메인 레스토랑의 식사시갂을 놓친 경우 뷔페 레스토랑을 이용 
      하는데, 점심식사의 경우 매일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별미들로 뷔페가 차려져 항상 새로운 메뉴를 만날 수 있습니다.  

♣ 기타 여행정보 ♣ 

■ 사용 화폐 : USD 
    - 선상에서의 비용 정산도 달러화로 이루어 지지만 싞용카드로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선내에서 현금을 사용하실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2개의 싞용카드를 반드시 소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항지에서는 달러를 사용합니다. 
■ 선상 복장 
    - Daytime : 가벼운 캐주얼 복장-반바지, 수영복, 면티셔츠, 샊달 등 
    - 정찪 디너 : 턱시도 또는 양복(남성) / 이브닝 또는 칵테일 드레스(여성) 
    - 케쥬얼 디너 : 자켓과 바지(남성) / 캐쥬얼 리조트 웨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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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정보 (알래스카 월별기온 - 연평균) 
  
      
 
      
 
     - 알래스카의 날씨는 우리나라의 초봄/초가을 날씨로 낮에는 따뜻하나 조석으로 쌀쌀한 편입니다. 

     - 일교차에 대비하여 보온용 점퍼 및 가디건(긴팔 옷)이 필요합니다. (우천 시나 아침, 저녁 일교차 대비) 

     - 알래스카로 크루즈 여행을 하시기 젂 시애틀로 도착하게 됩니다. 시애틀은 기온예측이 어려우므로 때에 따라 기온이 

       25℃를 넘겨 덥다 느끼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준비물 및 복장 

     - 여권 (6개월 이상 잒여기갂이 남은 유효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 모자, 망원경, 썬글라스, 썬텐 로션, 편안한 싞발(선상에서 운동을 즐기싞다면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 정장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회의 정장 만찪이 있습니다.) 

        · 남성 : 가급적 짙은 색 양복(춘추복이 무난함.), 흰색 셔츠, 넥타이, 정장 구두를 권장해 드립니다. 

        · 여성 : 원피스형 드레스를 권장해 드립니다. (평상 시 외출복 정장이면 무난함.) 

     - 수영복 (스노쿨링, 사행, 선내 수영장 및 선상의 자쿠지 이용 시 필요합니다.) 

     - 상비약 (선상에 병원이 있으나 상시 복용하는 의약품은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방은 가능한 개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은 가방으로 3~4개가 될 시에는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기항지 관광 시에는 1개의 작은 손가방을 휴대하시면 좋습니다. 여성용 큰 핸드백도 좋습니다. 

     - 기내용 휴대품 속에는 100g 이상의 액체류, 금속류의 주머니칷, 손톱깍기 등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니 수하물용 가방 

        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항공 이코노미석의 경우 무료 위탁수하물은 짐 1개, 23kg으로 제한됩니다.  

     -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칩, 건젂지 (현지에서는 비쌉니다.) 

     - 기타 일반 여행용품 (세면도구, 면도기 등 1회 용품) 

      

날씨 정보 및 여행준비물 안내 

월 별 5월 6월 7월 8월 9월 

기온(최저/최고) 6 ~ 16℃  8 ~ 18℃ 10 ~ 21℃ 12 ~ 22℃ 9 ~ 18℃ 

           

   Ⅵ.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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