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지역 운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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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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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EST
DINING”

LARGE SHIP CATEGORY
Cruise Critic's 

Readers' Choice 
award

2017

“BEST
CABIN”

LARGE SHIP CATEGORY
CELEBRITY SOLSTICE

Cruise Critic's 
Readers' Choice 

award

2016
“BEST

PREMIUM
CRUISE LINE”

FOR THE 9TH
CONSECUTIVE YEAR

Travel Weekly 14th
Annual Readers' Choice

Awards

2016

“WORLD'S
BEST CRUISE 

LINE”
Conde Nast Traveler's
Annuan 26th Readers'

Choice Award

2016

“BEST
OVERALL”
LARGE SHIP CATEGORY

Cruise Critic's Readers'
Choice award

모던 럭셔리 셀러브리티크루즈 
2018/19 유럽 지중해 크루즈



지중해 대표 기항지 산토리니  (Santorini, Greece)

화려한 수상경력에 빛나는 모던 럭셔리 컨셉의 셀러브리티크루즈와 함께 즐기는 유럽 크루즈는 특별함에 품격을 더했습니다. 4월말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하는 유럽 크루즈는 유럽 내 크고 작은 80개의 도시 기항과 함께 기항지에서 하루 더 머무르는 다양한 오버나잇 일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특별한 크루즈 

여행을 원하는 손님을 위한 프랑스 칸느 영화 페스티발, 브리티쉬 오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스티발 일정에 맞춘 셀러브리티의 시그니처 크루즈는 모던하면서도 

정통을 지키는 셀러브리티크루즈와 닮아있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지중해 기항지인 그리스의 산토리니와 미코노스, 이탈리아의 로마와 베니스, 북유럽 대표 기항지인 

러시아 상테 페테르부르크와 핀란드 헬싱키 등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운 유럽의 기항지를 바다 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셀러브리티크루즈와 경험하세요.

    

크로아티아 해안 도시 두브로브니크(Dubrovnik, Croatia) 북유럽 대표 기항지 노르웨이 올레순(Alesund, Norway)

프랑스 칸느 
필름&이태리 크루즈 12일
FRANCE, ITALY&FILM CRUISE 컨스텔레이션호

그리스 섬 
크루즈 11일
FRANCE, ITALY&FILM CRUISE 컨스텔레이션호

서부지중해 
크루즈 13일
WESTERN MEDITERRANEAN CRUISE 이클립스호, 리플렉션호

이탈리아& 
그리스섬 크루즈 11일
ITALY&GREEK ISLES CRUISE 리플렉션호, 엣지호

브리티쉬 오픈  
크루즈 13일
BRITISH ISLES&FRENCH OPEN CRUISE 이클립스호

스칸디나비아 &   
러시아 크루즈 13일 
SCANDINAVIA&RUSSIA CRUISE 이클립스호, 리플렉션호

 일차 기항지 도착 출발

 1일차 바르셀로나, 스페인 - 17:00 

 2일차 쎄드, 프랑스 09:30 18:00 

 3일차 칸/몬테카를로, 프랑스 07:00 - 

 4일차 칸/몬테카를로, 프랑스 - 18:00 

 5일차 플로렌스/피사(리보르노), 이탈리아 07:00 19:00 

 6일차 로마(치비타베키아), 이탈리아 07:00 19:00 

 7일차 해상 - - 

 8일차 코토르, 몬테네그로 10:00 18:00

 9일차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 07:00 17:00 

 10일차 스플리트, 크로아티아 07:00 16:00

 11일차 베니스, 이탈리아 07:00 -

 12일차 베니스, 이탈리아 - -

출발일자

2018 5/17 

출발일자

2018 7/13

2019 7/8

출발일자

2018 6/19 7/1*,25* 8/18*
2019 6/26 7/20 8/1,25

*기항지 다소 상이

 일차 기항지 도착 출발

 1일차 베니스, 이탈리아 - 16:30 

 2일차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 14:00 - 

 3일차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 - 17:00 

 4일차 해상 - - 

 5일차 카니아, 그리스 07:00 17:00 

 6일차 미코노스, 그리스 07:00 17:00 

 7일차 아테네(피레우스), 그리스 06:00 18:00 

 8일차 산토리니, 그리스 07:00 16:00

 9일차 카타콜론, 그리스 08:00 17:30 

 10일차 해상 - -

 11일차 베니스, 이탈리아 06:30 -

 일차 기항지 도착 출발

 1일차 바르셀로나, 스페인 - 17:00 

 2일차 발렌시아, 스페인 07:00 19:00 

 3일차 알리칸테, 스페인 07:00 16:00 

 4일차 지브랄타, 영국 11:00 22:00 

 5일차 말라가, 스페인 07:00 17:00 

 6일차  해상 - - 

 7일차 프로방스, 프랑스 08:00 18:00 

 8일차 니스(빌프랑쉐), 프랑스 07:00 18:00

 9일차 플로렌스/피사(리보르노), 이탈리아 07:00 19:00 

 10일차 로마(치비타베키아), 이탈리아 07:00 19:00

 11일차 나폴리/카프리, 이탈리아 07:00 18:30

 12일차 해상 - -

 13일차 바르셀로나, 스페인 06:00 -

 일차 기항지 도착 출발

 1일차 로마(치비타베키아), 이탈리아 - 17:00 

 2일차 시칠리아(메시나), 이탈리아 10:00 19:00 

 3일차 발레타, 몰타 08:00 18:00 

 4일차 해상 - - 

 5일차 미코노스, 그리스 07:00 18:00 

 6일차 로도스, 그리스 07:30 18:00 

 7일차 산토리니, 그리스 07:00 18:00 

 8일차 아테네(피레우스), 그리스 06:00 18:00

 9일차 해상 - - 

 10일차 나폴리/카프리, 이탈리아 07:00 18:30

 11일차 로마(치비타베키아), 이탈리아 05:00 -

 일차 기항지 도착 출발

 1일차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17:00 

 2일차 브뤼헤, 벨기에 07:00 15:00 

 3일차 해상 - - 

 4일차 코르크, 아일랜드 07:00 18:00

 5일차 워터포트, 아일랜드 07:00 18:00 

 6일차 더블린, 아일랜드 05:30 17:30 

 7일차 리버플, 영국 07:00 17:00 

 8일차 해상 - - 

 9일차 에든버러(뉴헤븐) (스코틀랜드) 07:00 -

 10일차 에든버러(뉴헤븐) (스코틀랜드) - 22:00

 11일차 해상 - -

 12일차 도버, 영국 07:30 16:00

 13일차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16:00 -

 일차 기항지 도착 출발

 1일차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17:00 

 2일차 해상 - - 

 3일차 베를린(바르네뮌데), 독일 09:00 23:00 

 4일차 해상 - -

 5일차 헬싱키, 핀란드 10:00 18:00 

 6일차 상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07:00 - 

 7일차 상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 18:00 

 8일차 탈린, 에스토니아 07:00 16:00 

 9일차 스톡홀름, 스웨덴 08:00 16:00

 10일차 해상 - - 

 11일차 코펜하겐, 덴마크 10:00 18:00

 12일차 해상 - -

 13일차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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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 페테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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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해

북해

지중해 운항 크루즈선
예술로 승화된 아름다운 셀러브리티크루즈의 리플렉션호, 실루엣호,         

이클립스호, 밀레니엄호를 비롯해 2019년 첫 운항을 시작 할 혁신과 미래의         

아이콘인 엣지호로 낭만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유럽 크루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살스티스호(Celebrity Solstice) 2008년 11월 처녀운항 

이클립스호(Celebrity Eclipse) 2010년 4월 처녀운항

실루엣호(Celebrity Silhouette) 2011년 7월 처녀운항

리플렉션호(Celebrity Reflection) 2012년 10월 처녀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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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스텔레이션호(Celebrity Constellation)

2002년 5월 처녀운항(2017년 5월 개보수)

제원│총 톤수•91,000톤

전장/전폭•294m/32m

총 탑승객•2,559명

셀러브리티 엣지호(Celebrity Edge)  

2018년 12월 처녀운항 예정

제원│총 톤수•129,500톤

전장/전폭•306m/39m

총 탑승객•2,9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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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 선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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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odern Luxury
프리미엄 셀러브리티크루즈로 즐기는 
특별한 유럽/지중해 크루즈

출발일자

2018 8/20

2019 5/21 8/15

출발일자

2018 9/11 10/5,29

2019 9/18 10/12

출발일자

2018 4/27 5/18 6/8,29 7/20 8/31 9/21 10/12

2019 8/19 9/9,30 10/21

*엣지호 12일 운항 일정으로 기항지 다소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