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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최고의 휴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지중해•유럽•알래스카•아시아•남미•카리브해•바하마•버뮤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뉴잉글랜드•남태평양•하와이•중동

세계	최대	크루즈선	(22만톤)
오아시스호 (Oasis of the Seas)

얼루어호 (Allure of the Seas)

하모니호 (Harmony of the Seas)

www.rccl.kr     m.rccl.kr 

www.rccl.kr    m.rccl.kr    customer@rcc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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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지역 운항시기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 

남미 남미

지중해, 유럽 

캐나다, 뉴잉글랜드

 한중일, 동남아, 카리브해, 바하마, 버뮤다

알래스카, 북유럽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제 모바일로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만나세요. m.rccl.kr	

아이폰 안드로이드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세계 운항 지도 

전세계	71개국	256개	기항지	기항

지중해•유럽•알래스카•아시아•남미•카리브해•바하마•버뮤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뉴잉글랜드•남태평양•하와이•중동



보석모양의 관람차 북극성 (North Star)

제원  총 톤수•170,000톤  전장/전폭•348m/41m  총 탑승객•4,180명

소속 크루즈쉽  콴텀호(Quantum of the Seas)：2014년 11월 처녀운항 / 앤썸호(Anthem of the Seas)：2015년 4월 처녀운항 / 오베이션호(Ovation of the Seas)：2016년 4월 처녀운항       

운항지역  아시아, 바하마, 카리브해

콴텀	클래스•QUANTUM CLASS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는 세계 최대 22만톤인 오아시스 클래스(오아시스호, 얼루어호, 하모니호),

스마트 신개념 콴텀 클래스(콴텀호, 오베이션호, 앤썸호)를 포함하여 총 25척의 크루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수중 공연장인 아쿠아 씨어터, 선내 야외 중앙 공원인 센트럴 파크, 인공파도타기, 

아이스 링크, 암벽등반시설 등의 혁신적인 시설로 크루즈 여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상상치 못한 새로움을 선보이는 글로벌 리딩 크루즈 선사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와의 여행은 단순한 크루즈 여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크루즈 선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여행지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와 함께 즐거움 그 이상의 짜릿함을 경험하세요.

글로벌 리딩 선사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세계	최대	크루즈선	보유	선사–세계 최대 22만톤 오아시스 클래스(오아시스호, 얼루어호, 하모니호), 아시아 운항 최대 17만톤 콴텀 클래스(콴텀호, 오베이션호, 앤썸호) 포함

전세계 운항 총 25척 크루즈선 보유

 ●전	세계로	운항하는	다양한	일정–아시아, 지중해, 유럽, 알래스카, 카리브해, 캐나다, 하와이, 호주&뉴질랜드, 남태평양, 하와이, 두바이 등 71개국 256개의 다양하고 색다른

 곳으로 365일 연중 운항

 ●업계	최초	혁신적인	선상시설–크루즈선 최초 혁신적인 선상시설인 아이스링크, 암벽등반, 인공파도타기, 스카이다이빙, 범퍼카, 짚라인 등으로 크루즈 업계 선도

 ●가족	모두를	위한	최고의	선택–전문 스텝으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인 어드벤처 오션 운영, 드림웍스 제휴로 더욱 풍성해진 선상 프로그램, 어른들을 위한 호텔식

 실내 수영장인 솔라리움 등 다양한 연령층을 만족시키는 시설과 서비스 제공

 ●올	인크루시브	새로운	여행	스타일–숙박, 이동수단, 식사, 공연, 각종 선상시설 및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편리한 라이프를 추구하는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여행 스타일

 ●다양한	수상경력으로	증명된	최고의	서비스–세계적 명성 트래블 위클리(Travel Weekly Readers Choice Awards) 14년 연속 베스트 크루즈 라인 수상, 

티티지 트래블 (TTG Travel Awards) 9년 연속 아시아 태평양 베스트 크루즈 오퍼레이터 수상 포함 다양한 수상으로 

인정받는 월드 클래스 서비스 제공

제원 
총 톤수•220,000톤 전장/전폭•362m/65m

총 탑승객•5,400명 총 승무원•2,394명

소속 크루즈쉽  

오아시스호(Oasis of the Seas)：2009년 12월 처녀운항

얼루어호(Allure of the Seas)：2010년 12월 처녀운항

하모니호(Harmony of the Seas) : 2016년 5월 처녀운항

*위의 제원은 오아시스 클래스 중 오아시스호의 예입니다.

운항지역  

카리브해

제원 
총 톤수•160,000톤 전장/전폭•339m/56m

총 탑승객•3,634명 총 승무원•1,360명

소속 크루즈쉽  
프리덤호(Freedom of the Seas)：2006년 5월 처녀운항

리버티호(Liberty of the Seas)：2007년 5월 처녀운항

인디펜던스호(Independence of the Seas) : 2008년(2013년 4월 개보수)

*위의 제원은 프리덤 클래스 중 인디펜던스호의 예입니다.

운항지역  

카리브해, 유럽, 대서양 횡단

제원 
총 톤수•140,000톤 전장/전폭•311m/48m

총 탑승객•3,114명 총 승무원•1,185명

소속 크루즈쉽  
어드벤처호(Adventure of the Seas)：2001년 11월 처녀운항

익스플로러호(Explorer of the Seas)：2000년 10월 처녀운항

마리너호(Mariner of the Seas) : 2003년 11월 처녀운항

네비게이터호(Navigator of the Seas)：2002년 12월 처녀운항

보이저호(Voyager of the Seas) : 1999년 (2014년 11월 개보수)

*위의 제원은 보이저 클래스 중 마리너호의 예입니다.

운항지역  

아시아, 알래스카, 유럽, 바하마, 호주&뉴질랜드, 남태평양, 

대서양 횡단

오아시스	클래스•OASIS CLASS 프리덤	클래스•FREEDOM CLASS 보이저	클래스•VOYAGER CLASS

제원 
총 톤수•90,000톤 전장/전폭•294m/32m

총 탑승객•2,143명 총 승무원•848명

소속 크루즈쉽  
브릴리앙스호(Brilliance of the Seas)：2002년 (2013년 5월 개보수)

주웰호(Jewel of the Seas)：2004년 5월 처녀운항

레디앙스호(Radiance of the Seas) : 2001년 (2011년 6월 개보수)

세레나데호(Serenade of the Seas)：(2012년 12월 개보수)

*위의 제원은 레디앙스 클래스 중 브릴리앙스호의 예입니다.

운항지역  

알래스카, 유럽, 카리브해, 호주&뉴질랜드, 남태평양, 

캐나다&뉴잉글랜드, 하와이, 대서양 횡단

제원 
총 톤수•78,000톤 전장/전폭•264m/32m

총 탑승객•3,634명 총 승무원•1,832명

소속 크루즈쉽  
인챈트먼트호(Enchantment of the Seas)：1997년 (2012년 12월 개보수)

랩소디호(Rhapsody of the Seas)：1997년 (2012년 3월 개보수)

그랜저호(Grandeur of the Seas) : 1996년 (2012년 5월 개보수)

비전호(Vision of the Seas) : 1998년 (2013년 4월 개보수)

*위의 제원은 비전 클래스 중 레전드호의 예입니다.

운항지역  

아시아, 알래스카, 유럽, 카리브해, 바하마, 버뮤다, 캐나다&뉴잉글랜드, 

하와이, 대서양 횡단

제원 
총 톤수•74,077톤 전장/전폭•268m/32m

총 탑승객•2,350명 총 승무원•912명

소속 크루즈쉽
마제스티호(Majesty of the Seas)：1992년 (2007년 2월 개보수)

엠프레스호(Enpress of the Seas)：1990년 (2015년 개보수)

*위의 제원은 서버린 클래스 중 마제스티호의 예입니다.

운항지역  

바하마, 버뮤다, 카리브해

레디앙스	클래스•RADIANCE CLASS 비전	클래스•VISON CLASS 서버린	클래스•SOVEREIGN CLASS

세계 최대 22만톤 하모니호 워터 슬라이드, 얼티밋 애비스 (The Ultimate Abyss)

MEET OUR SHIPS 보유	크루즈선YOUR ADVENTURE STARTS HERE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인공파도타기 (FlowRider) 보드워크 발코니 전경 (Board Walk Balc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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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세상	
오아시스호(Oasis	of	the	Seas)

얼루어호(Allure	of	the	Seas)

하모니호(Harmony	of	the	Seas)

바다 위 경이로운 건출물이자 세계 최대 규모 크루즈선(22만톤)으로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오아시스호, 얼루어호, 하모니호가 환상적인 카리브해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최고의 상상력과 혁신적인 도전을 담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와 함께 최고의 크루즈 여행을 즐겨보세요!!!

 ●총	톤수：220,000톤    ●총	탑승객：5,400명    ●총	승무원：2,115명    ●최고속도：23노트    ●전장/전폭：362m/47m   

소속	크루즈	선：오아시스호(Oasis of the Seas)  처녀운항：2009년 12월  운항지역：카리브해

	 	 얼루어호(Allure of the Seas)  처녀운항：2010년 11월  운항지역：카리브해

	 	 하모니호(Harmony of the Seas)  처녀운항：2016년 5 월  운항지역：카리브해

OASIS OF THE SEASⓇ

HIGHLIGHTS [세계 최대 크루즈 오아시스호 하이라이트] 

1. 파도타기(Flow Rider) 2. 아쿠아 씨어터(Aqua Theater) 3. 짚 라인(Zip Line) 4. 암벽등반(Rock-Climbing Wall) 5. 로프트 스위트(Loft Suite) 6. 보드워크(Boardwalk) 7. 미니골프(Mini Golf) 8. 윈재머 마켓 플레이스(Windjammer Market Place) 9. 회전목마(Carousel) 10. 오푸스 메인 다이닝룸(Opus Dining Room)

11. H2O 존 (H2O Zone) 12. 라이징 타이드 바 (Rising Tide Bar) 13. 로얄 프라머네이드(Royal Promenade) 14.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15. 메인 풀 (Main Pool) 16.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Studio B) 17. 바이킹 크라운 라운지(Viking Crown Lounge) 18. 솔라리움&월풀(Solarium & Whirlpools) 19. 오팔 대극장(Opal Theater) 20.스파&피트니스 센터(Vitality at Sea Spa and Fitness)

세계 최대 크루즈, 오아시스 클래스 제원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의 특별함은 혁신적인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바다 위에서 즐기는 가상 스카이다이빙에서 시작해 시원한 물살을 

내뽑는 인공파도타기, 선상 중앙을 가로지르는 짚라인, 신나는 음악에 

맞춰 즐기는 롤러스케이팅과 범퍼카, 10층 높이의 워터 슬라이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9홀 미니골프까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와 

함께라면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스릴 넘치는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의 다양한 엑티비티와 함께 에너지 

넘치는 크루즈에서의 하루를 계획해 보세요!!

시그니쳐 액티비티
●파도와 물살을 가르며 즐기는 인공파도타기

●바다 위 상공을 나는 특별한 경험의 가상 스카이다이빙

●10층 높이의 덱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워터 슬라이드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시그니처 암벽등반

●바다 위에서 즐기는 아이스 스케이팅

●초대형 실내 체육시설에 즐기는 서커스, 롤러스케이팅, 범퍼카

●선상 중앙을 가로지르는 짜릿한 짚라인

●망망대해 90m 상공 위 마련된 관람열차, 북극성

●남녀노소 손쉽게 즐길 수 있는 9홀 미니골프

●아이들만을 위한 전용 물놀이 공간 H2O존

●농구나 배구등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코트

스펙타클한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의 엔터테인먼트 공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극장 스테이지를 비롯해 수중과 공중,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에서 펼쳐지는 공연 외에도 선내 곳곳을 흘러 넘치는 

라이브 뮤직, 다양한 퍼레이드 쇼가 펼쳐지는 화려한 축제의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그니처 엔터테인먼트
●브로드 웨이 스타일 뮤지컬-토니 어워드에 빛나는 웅장한 위 윌 록 유(We Will  

Rock You), 뮤지컬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공연 중 하나인 캣츠(Cats), 아바(ABBA)의 

히트작으로 구성된 맘마미아(Mamma Mia)등 세계적 명성의 뮤지컬 공연

●프로덕션 쇼–로얄캐리비안 크루즈 프로덕션 팀이 자체 창작한 다양한 옴니버스,

뮤지컬 스타일 공연

●아이스 쇼–화려한 조명과 실력파 피켜 스케이팅 선수 출신의 공연진이 선보이는

흥미와 짜임새를 합친 아이스 링크 위 공연

●아쿠아 씨어터 쇼-그리스-로마 시대의 원형 극장 모양의 야외 펼쳐지는 짜릿한

다이빙 쇼, 아름다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분수쇼를 포함한 수중 공연

●라이브 공연&댄스 스테이지-창 밖의 시원한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한 선내

바(Bar)와 라운지의 라이브 공연과 흥겨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주는 선내 곳곳에

마련된 댄스 스테이지

●드림웍스 퍼레이드-크루즈 최초이자 유일의 드림웍스 인기 애니메이션인

쿵푸팬더, 슈렉, 마다가스카의 캐릭터들과 함께 하는 화려하고 흥겨운 드림웍스

퍼레이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쉐프가 준비한 혁신적인 

다이닝 메뉴는 지금껏 경험했던 다이닝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즐거움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선별된 신선한 재료로 마련되는 

다이닝은 메인 다이닝룸과 선내 곳곳에 마련된 스페셜티 

레스토랑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맛의 향연과 

세련된 다이닝 서비스는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와 함께 하기에 가능한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백미입니다.

무료 다이닝 옵션
●메인 다이닝 (정찬식사)-웨이터가 서빙하는 아침, 점심, 저녁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윈재머 뷔페 레스토랑–다양한 요리를 개인의 기호에 맞춰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뷔폐식 레스토랑

●프라머네이드 카페–샌드위치, 피자, 파이 등을 24시간 즐길 수 있는 무료 카페

●룸서비스-24시간 룸으로 제공되는 음식서비스 (밤12시~새벽6시 이용료 $3.95 발생)

스페셜티 레스토랑
제공되는 정통 스테이크 하우스인 찹스그릴, 유명 쉐프 제이미 올리버가 엄선한 

이탈리아식 메뉴로 구성된 이탈리안식 제이미의 이탈리안, 오가닉 샐러드에서 

시작되는 풀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150센트럴 파크 등 좀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의 스페셜티 레스토랑은 선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약비 발생)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의 선내 곳곳에는 손님 개개인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즐거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파&미용 프로그램을 통해 편안한 휴식과 안정을 찾고 피트니스 

센터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에 최고의 장소가 될 것 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다 위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타 주요 선상시설
●스파&미용-로얄캐리비안 크루즈의 모든 크루즈선에 마련된 바이탈리티 

스파&미용 서비스. 심신을 맑게 해주는 해초랩, 온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핫스톤, 

밤부 마사지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피트니스 센터–최신 운동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 센터에서 즐길 수 있는 헬스와 

그 밖에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등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 마련

●면세쇼핑–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를 포함, 중저가의 쥬얼리, 시계, 패션, 화장품 등의

다양한 면세품 구매 가능

●카지노 로얄-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카지노에 마련된 

슬롯머신을 비롯한 블랙잭, 룰렛, 포커 등 다양한 테이블 게임, 각종 토너먼트를 

포함한 초보자를 위한 카지노 수업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실내외 수영장-선배드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야외 수영장과 성인들만을 위해 

마련해 놓은 실내 솔라리움의 여유로운 휴식 공간

PERFECT DAY MILES FROM SHORE

	바다	위	새로운	세상
INCREDIABLE TAKES CENTER STAGE

	화려한	축제의	도시

EXPLORE FLAVORS FAR & WIDE

즐거움을	가미한	특별한	
맛의	향연

RELAXATION ON YOUR FEET

진정한	휴식이	시작되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