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 ▶

2 일 ▶

3 화 ▶

4 화

5 수 ▶

6 수

7 월 ▶

8 금 ▶

9 토 ▶

10 일 ▶

11 월 ▶

20KG/1PC

킹조지 섬 미정 푼타아레나스

23KG/2PC2/28 경유지 인천 도착 15:25 (예정) AA 281

부에노스 22:55 댈러스(예상) 08:20+1 (예정) AA 513 23KG/2PC

2/25 칼라파테 13:55 부에노스 16:50 (예정) AR1861

23KG/2PC

2/15 산티아고 09:40 푼타아레나스 13:03 (예정) LA1161 23KG/1PC

2/13 애틀란타 19:51 산티아고 07:00+1 (예정) DL 147

여/행/예/정/서

1 모든 항공 구간의 마일리지 적립은 불가하고, 항공 스케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3 인천 18:30 애틀란타 17:45 (예정) DL 026 23KG/2PC

남극탐험 + 파타고니아 일주 + 부에노스아이레스

어른들의 우아한 여행

남극 원정대, 16일!

2/15 (크루즈 선사의 사전브리핑을 듣고, 함께 남극탐험하는 대원들과 월컴 디너로 일정시작)

2/27 댈러스(예상) 10:40 경유지

2/16

2/21

2/16
마젤란 익스플로러
Magellan Explorer

크루즈 탑승

미정 (예정) BAE146 20KG/1PC

푼타아레나스 미정 킹조지 섬 미정 (예정) BAE146

15KG/1PC

2/26



불포함
사항

1 개인경비(현지 식사비 및 생활 경비) 1인 약 $1000~

2

별도문의

인솔자 경비(현지에서 인솔자에게 직접지불/1일 $20) 1인 $320

1인객실(독실사용) 싱글챠지

*현지에서 희망해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투어비용은 불포함 입니다.
*현지 생활경비는 개인 소비성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면,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부분은 불포함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크루즈 선장 및 익스페디션 크루 선상경비(현장결정) 미정

(3)

이동편
포함사항

1 공항 → 호텔 전용차량 무료픽업

4 푼타아레나스 →

→ 푼타아레나스 비행기 1회차

3 푼타아레나스 ↔ 킹조지 섬 비행기 2/3회차

→ 토레스델파이네 전용차량

푸에르토나탈레스 전용차량

5 푸에르토나탈레스

교통 남미 내 항공이동(4회) / 드레이크 해협 항공이동, 전용차량 Door to Door Service

1
(2)

투어
포함사항

토레스델파이네, 1일투어(포함) 입장료+전용차량+현지가이드

2 피츠로이 트래킹(4시간/포함) 입장료+전용차량+현지가이드

3

2 산티아고

2 여행조건

(1)

기본
포함사항

기본 국제선 왕복항공권(유류세포함), 남미 전문 인솔자 동행

숙소 5박6일, 고품격 최신 크루즈(마젤란 익스플로러/73명탑승), 3~4성호텔(2인1실 기준)

식사 크루즈 내 모든 식사 및 와인/음료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쇼(포함) 입장료+이동차량 등

6 토레스델파이네 → 칼라파테 전용차량

7 칼라파테 ↔ 피츠로이 전용차량

8 칼라파테 → 부에노스아이레스 비행기 4회차

9 호텔 → 공항 전용차량 샌딩



1. 인솔자는 여러분의 도시간 이동을 책임집니다.
항공이동이든 육로로의 이동이든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도시간의 이동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2. 인솔자는 여러분의 호텔 체크인을 책임집니다.
도시간의 이동 후, 호텔로 이동하실 때 인솔자는 여러분을 책임지고 호텔로 안내하며 체크인을 도와 드립니다.

3. 인솔자는 여러분의 필수 코스의 투어를 함께 합니다.
마추피추나 우유니투어 등의 모든 필수 포함 코스에 항시 동행하며 매끄러운 투어진행을 책임지게 됩니다.

4. 자유일정이 있는 곳은 도시간의 이동이 아니라 도시내의 자유일정이므로 어렵지 않게 자유로운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곳
에서만 자유시간을 드립니다. 도시내의 볼거리들과 이동방법을 미리 설명해드리고 어려움없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 진행과 관련하여 인솔자가 별도로 혼자 준비해야할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에도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일처리가 있는 경우나 도보로 다니는 작은 마을에서는 스스로 관광하시는 때도 있습
니다.

5. 포함된 식사가 아닌 자유식은 인솔자가 여러분께 식당정보를 드리고 레스토랑으로 안내해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지만 항
상 인솔자가 식당에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는 추천 레스토랑과 위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6. 자유일정 시의 현지투어/추천투어는 일반 패키지여행 처럼 현지에서 필수로 해야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인솔자는 현지에
서 할 수 있는 투어들의 현지요금을 알려 드리며, 인솔자나 여행사가 커미션을 챙기는 일은 없습니다.
인솔자도 현지투어에 참여하면 똑같은 투어요금을 지불하고 고객님의 현지투어에 동행합니다. 현지요금 그대로 투명하게 안
내해드리므로, 해당 여행지에서 원하는 여행을 인솔자와 상의하셔서 길이남을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7. 작은별 여행의 북유럽 상품은 패키지 여행과 배낭여행의 자유로움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입니다.
인솔자는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여행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며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리
고 여러분이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나서서 도와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인솔자는 여러분의 여행을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여행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패키지여행처럼 인솔자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여행이 아니라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
습니다. 저희는 그런 재미없는 여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행의 큰 줄기는 인솔자가 잡아 드리고 도와드리지만 여러분 스
스로가 직접 여행을 하신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못하신다고 쫄지 마세요! 북유럽사람들도 손가락은 10개 입니다.

좋은 친구와 여행은 더욱 즐겁습니다.
정당한 댓가를 받고, 사명감과 자존감을 가진 정직한 인솔자와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여행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훗날 '참 좋았다'는 한마디를 해주시기를 저희 인솔자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왕자의 작은별여행, 인솔자 일동

인솔자의 역할



날짜 이동경로 아래 일정은 추천 일정으로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

예상호텔

1
인천

↓
경유지

↓
산티아고

(칠레)

 시간미정 인천공항/인솔자 미팅!(장소 출발전 개별공지)

(주의) 각각의 투어 코스에 기재된 시간들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해 대략적으
로 명시한 부분이며, 실제 투어 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미국공항 이용시 다른 사람의 수화물에 절대로 손 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거나 들어주면 안됩니다.

(고지)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선박 탑승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미정 인천 출발
 시간미정 경유지 도착 후 입국심사 및 환승
 
 시간미정 경유지 출발
 시간미정 산티아고 도착+1일

[중식:기내식/ 석식:기내식]

일차

기내박

2/13

일

예/정/일/정

2

(칠레)

산티아고

(주의) 남미내 모든 호텔내에서 취사가 불가능하며 적발시 과태료 또는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안내) 남미내 모든 호텔 체크인시 본인짐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합니다. 별도의 벨
보이가 방에 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브리핑 안내) 조식 후 인솔자와 팀원들 모두 인사 나누고, 전체적인 일정 및 진행
에 관해 브리핑 &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미팅 후 전일정 인솔자 경비 1인
USD $320을 인솔자에게 지불해 주세요.

산티아고 도착 후 추천일정 또는 호텔휴식

(추천1) 산티아고 시티투어
┖ 벨라 비스타, 모네다 궁전, 중앙시장, 아르마스 광장 등

(추천2) 콘차이토로 와이너리 투어
┖ 칠레는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 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되는 와인들
을 직접 시음할 수 있습니다.

(주의) 대도시에서는 각자의 소지품을 잘 챙겨주세요. 소매치기가 많습니
다. 특히 핸드폰 주의! (여권은 호텔방 큰캐리어에 보관하시는걸 추천)

[조식:기내식 / 중식:불포함 / 석식:불포함]

시내교통

일차

(산티아고)
★★★★

NOVOTEL
SANTIAGO

PROVIDENCIA
또는 동급

2/14

월



2/15

화

일차

2/16

4

수

(칠레)

푼타아레나스
↓

킹 조지
아일랜드

시간미정 푼타아레나스 출발(항공이동)
시간미정 킹조지 아일랜드 도착
┕ 짧은 활주로도 문제없는 BAE-146, AVRO RJ-85 또는 AVRO RJ-100
기종으로 날개가 몸통 윗쪽에 위치해있어 남극대륙에 착륙하기에 적합합
니다.

★크루즈 1일차, 킹조지 아일랜드
킹조지 아일랜드 King George Island
┕ 남극탐험이 시작되는 베이스캠프로 세계각국의 과학기지가 있는 곳.
프레이 기지 Frei Station
┕ 킹조지 섬의 유일한 공항으로 칠레의 극지연구소가 있는 곳.
러시아 동방정교회 Russias Trinity Church
┕ 남극 최초의 성당이 자리하고 있는 러시아 벨링하우젠 기지

<오직 남극탐사를 위해 제작된, 마젤란 익스플로러>
┕ 건조: 2019년 / 길이: 90미터 / 승무원: 60명 / 손님: 73명
┕ 오직 73명만을 위한 궁극적인 고품격 남극크루즈 서비스
┕ 2019년 11월 건조한 최신 모델로 다른 크루즈에 비해 객실 면적이 넓
고, 발코니가 있어 남극의 풍경과 맑은 공기를 룸에서도 느끼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객실에는 전용욕실과 어메니티, 목욕가운, 슬리퍼, 개별 난방 시스
템, USB포트, 금고,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옷장, 책상, 의자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남극에선 소형크루즈) 100명이상 탑승하는 중/대형 상업용 크루즈는
남극땅에 한꺼번에 랜딩할 수 없어 번갈아 가며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룹이 클 수록 대기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그만큼 남극대륙을 탐험하는
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극에서는 대형크루즈 보단 소형크루즈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방문지는 선장님이 기상상태를 보며 결정합니다.★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포함) / 석식:선상식]

항공이동
전용차량
크루즈

(크루즈)
★★★★★

마젤란
익스플로어

베란다 객실

3 (칠레)

산티아고
↓

푼타아레나스

09:40 산티아고 출발
13:03 푼타아레나스 도착

푼타아레나스 도착 후 호텔이동
크루즈 선사의 브리핑 및 웰컴 디너(포함)
*남극탐험을 함께하러 온 세계각국의 대원들과 인사나누고, 남극 항해와
관련된 주의사항과 지켜야 할 사항, 생태계 보존을 위한 지침등을 브리핑
합니다.
*남극해를 항해하는 여정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기예보와
현장상황에 따라 선장은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식:호텔식 / 중식:불포함 / 석식:포함]

국내선
전용차량

일차

(푼타아레나스)
★★★★

COBO DE
HORNOS HOTEL

또는 동급



6

남극반도
항해

★크루즈 3일차
미켈센 항구 Mikkelson Harbour(예정)
┕ 눈부신 얼음절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항구로 게잡이 바다표범이 자주 출
몰하는 곳.
씨에르바 만 Cierva Cove(예정)
┕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가고 유빙의 장관을 볼 수 있는 곳.
제를라슈 해협 Gerlache Strait(예정)
┕ 웅장한 빙하가 따사로운 햇빛을 만나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윌헬미나 베이 Wilhelmina Bay(예정)
┕ 혹등 고래가 자주 출몰하여 고래들이 먹이 사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
쿠버빌 아일랜드 Cuverville Island(예정)
┕젠투 펭귄의 최대 서식지로 남극반도의 가장 인기있는 탐험지.

[조식:선상식 / 중식:선상식 / 석식:선상식]

크루즈

일차

(크루즈)
★★★★★

마젤란
익스플로어

베란다 객실

2/18

금

5

남극반도
항해

<크루즈에서 제공되는 식사>
메인식당은 조식뷔페, 점심식사, 테이블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날씨가 좋
은날엔 5층에 위치한 야외데크에서 BBQ를 즐길수도 있습니다. 점심 및 저
녁식사에는 고급 칠레 와인과 맥주, 음료등이 추가로 함께 제공합니다. 환
영파티 및 작별인사 할 때는 간단한 간식과 음료도 제공됩니다.
라운지바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기요리와 다양한 칠레 음료 및 와인을 별도
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선사옵션) 카약킹($896), 하이킹 및 스노우슈잉($85) 등

★크루즈 2일차
호프 베이 Hope Bay(예정)
┕ 3명의 스웨덴 남극 원정대가 1901-1904년까지 겨울을 보낸 곳.
폴렛 아일랜드 Paulet Island(예정)
┕ 남극반도 북동쪽 끝에 위치한 원형 섬으로 강렬한 컬러를 가진 아름다운
섬.

<남극대륙 랜딩>
┕ 5박6일의 크루즈여행 동안 약8~9회 조디악 랜딩! 남극땅을 직접 밟아
볼 수 있습니다.
┕ 랜딩장소는 현장기상 및 얼음상태에 따라 선장님이 결정하며 유동적입
니다.

[조식:선상식 / 중식:선상식 / 석식:선상식]

크루즈

일차

(크루즈)
★★★★★

마젤란
익스플로어

베란다 객실

2/17

목



9

킹조지
아일랜드

↓
푼타아레나스

★크루즈 6일차
크루즈 조식 후 하선

시간미정 킹조지 아일랜드 출발(항공이동)
시간미정 푼타아레나스 도착

호텔 이동 후 자유시간

[조식:선상식 / 중식:불포함 / 석식:불포함]

크루즈
항공이동
전용차량

일차

(푼타아레나스)
★★★★

COBO DE
HORNOS HOTEL

또는 동급

2/21

월

7

남극반도
항해

★크루즈 4일차
단코 아일랜드 Danco Island(예정)
┕ 펭귄 중 세번째로 몸집이 큰 젠투 펭귄의 고향.
파라다이스 베이 Paradise Bay(예정)
┕ 서남극 반도의 자연 항구로 산, 빙하, 얼음 절벽이 장엄한 장관을 이루는
곳.
포트 록로이 Port Lockroy / 펭귄 우체국 Penguin Post Office(예정)
┕ 날씨가 좋다면 랜딩하여 지구 최남단의 펭귄 우체국에서 엽서를 보낼 수
있는 곳.
르메이어 해협 Lemaire Channel(예정)
┕ 좁은 해협으로 지구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남극의 대표명
소.
페터만 아일랜드 Petermann Island(예정)
┕ 엄청난 크기의 화강암 바위에 곱게 쌓인 하얀 눈이 장관을 이루는 곳.

[조식:선상식 / 중식:선상식 / 석식:선상식]

크루즈

일차

(크루즈)
★★★★★

마젤란
익스플로어

베란다 객실

2/19

토

8

남극반도
항해

★크루즈 5일차
디셉션 아일랜드 Deception Island(예정)
┕ 발발굽 모양의 활화산 섬으로 물이 따뜻해 남극수영도 가능.
하프문 아일랜드 Half Moon Island(예정)
┕ 초승달 모양의 섬으로 바다표범들도 쉬어가는 곳.
얀키 항구 Yankee Harbour(예정)
┕ 그리니치 섬 남서쪽에 위치한 젠투펭귄의 집단 서식지.

*남극에서의 이동경로 및 조디악 랜딩장소는 선사의 예정된 루트로 선장님
이 판단한 기상 및 얼음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식:선상식 / 중식:선상식 / 석식:선상식]

크루즈

일차

(크루즈)
★★★★★

마젤란
익스플로어

베란다 객실

2/20

일



12

(아르헨티나)

칼라파테

(★포함) 피츠로이 트래킹
┖ 엘찰튼 도착 후 산행준비
┖ 카프리호수까지 트래킹(약4시간코스/난이도 하)

(주의)트래킹시 뒷짐을 지는 등의 행동은 삼가하고 손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시 큰 사고를 유발합니다.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일차

(칼라파테)
★★★★

ALTO CALAFATE
HOTEL

또는 동급

2/24

목

10

푼타 아레나스
↓

푸에르토
나탈레스

조식 후 호텔 체크아웃

푸에르토 나탈레스 이동

- 푸에르토 나탈레스 마을 산책
- 토레스 델 파이네 투어 준비하기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주의) 파타고니아 지역의 모든 호텔들은 건축규제로 인해 객실이 작으며
객실에서 취사를 할 경우 엄격한 과태료 정책 및 퇴실조치 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일차

(푸에르토
나탈레스)

★★★
ALBERTO DE

AGOSTINI
HOTEL

또는 동급

2/22

화

11

(칠레)

푸에르토
나탈레스

↓
토레스 델

파이네
↓

칼라파테
(아르헨티나)

(★포함)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투어
▶세계 10대 절경에 속하는 명소로 산, 호수, 폭포, 빙하 등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곳입니다.
┖ 쎄로 카스틸로 휴게소에서 중식(자유식/불포함)
┖ 빼오헤 호수, 그레이 호수, 쿠에노스 전망대, 살토 그란데 폭포 등

(주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입니다. 흡연을 삼가주시고, 화재
발생시 칠레 당국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
위 또한 금지돼있으니 쓰레기는 각자 챙겨 주세요.

투어 후 칼라파테로 이동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일차

(칼라파테)
★★★★

ALTO CALAFATE
HOTEL

또는 동급

2/23

수



16

인천
시간미정 인천 도착

*특수지역으로의 여행특성상 상기일정은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차

2/28

월

조식 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티투어 또는 자유시간

(추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티투어
┖ 엘 아테네오 서점, 플로랄리스 헤네리카
┖ 팔레르모 공원, 레꼴레타
┖ 5월광장, 대통령궁
┖ 대성당, 라 보카지구, 마데로 항구 등

공항으로 이동

시간미정 부에노스아이레스 출발

**연장체류 가능합니다(예약시 별도요청)**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일차

2/26

토

14

일차

경유지
시간미정 경유지 도착

시간미정 경유지 출발2/27

일

출발확정 후
항공편 확정

15

전용차량

기내박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
경유지

13

(아르헨티나)

칼라파테
↓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조식 후 모레노 빙하투어 또는 자유시간

(추천) 모레노 빙하 크루즈
▶빙하 크루즈선를 타고 빙하 앞에 접근하여 6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모레
노 빙하를 감상할 수 있습니d다.
┖ 국립공원 내 카페에서 중식(자유식/불포함)

13:55 칼라파테 출발(예정)
16:50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착

(★포함) 탱고쇼+디너
┖ 디너타임 및 탱고쇼 관람

(주의) 대도시에서는 각자의 소지품을 잘 챙겨주세요. 소매치기가 많습니
다. 특히 핸드폰 주의! (여권은 호텔방 큰캐리어에 보관하시는걸 추천)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포함]

전용차량
항공이동

일차

(부에노스)
★★★★
DAZZLER

SAN MARTIN
HOTEL

또는 동급

2/25

금



1. 본 여행상품은 아직 국내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특수지역으로의 여행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그로 인하여 여행자의 신체 또는 재
산에 대한 안전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반드시 안전사항을 스스로 체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행자는 여행 중 반드시 인솔자가 안내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지 선택관광은 여행자의 자유의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현지 가이드로부터 주의사항을 경청한 후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위험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용자 본인의 과실,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여행은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시 동반하는 가이드가 아닌, 자유여행을 돕는 인솔자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인솔자는 자유배
낭여행을 돕기 위해 전체일정에 동행하면서 일정안내, 숙소안내, 교통안내를 함으로써 낯선 곳에서의 자유여행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행동반자 입니다.

4. 본 여행은 세미배낭여행으로 숙박(3~4성급 호텔/우유니제외), 도시 간 현지 이동편만이 포함된 여행입니다. 호텔 투숙시 포함된
조식 외 중석식은 모두 현지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이며 포함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식사비용, 입장권, 관광비용, 시내교통(단
거리) 모두 현지에서 본인이 관리하고 책임 지는 방식의 여행입니다.

5. 출발 전 안내해 드리는 예상 현지 여행비용은 최저비용이며 현지 물가 인상 및 개인의 소비성향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6. 본 여행은 장기여행으로 우유니 사막에서는 배낭여행자용 숙소를 1회 이용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다소 체력이 요구되는
여행입니다. 본인의 건강을 미리 체크하셔야 하며, 본 여행의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심장질환, 디스크, 정신질환, 임신
등)임에도 여행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여행자 보험은 최대 1억원을 가입해드리며, 당사의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는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행자
보험약관에 따른 배상의 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므로 배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에 직접 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8. 본인의 과실이나 현지 사정으로 인한 사고 등에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9.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당 여행사의 업무는 여행자를 대신하여 항공권 및 차량 좌석을 수배 및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며, 운항지연이나 결항 및 운송수단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운송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당사가 그 책임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10. 항공권 규정은 여행사와 무관하며 항공사의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항공권 수령시 규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각 항공사
별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고유 정책으로 마일리지 적립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누락 시 당사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에 좌석지정은 불가하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11. 여행 중 본인의 과실(여권분실, 비자서류분실, 부적응 등)로 인하여 여행을 포기할 경우 여행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항공권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2. 일정표와 다른 일정으로 팀을 이탈하여 개별 행동시에는 이탈한 시점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은 여행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있으
며,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사에서 지지 않습니다.

13. 여행사는 예측이 가능한 일정대로 여행을 준비하며 천재지변, 파업 등의 예측 불가능한 현지사정으로 인해 일정변경이 발생될
경우 현장에서 추가요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14. 본 여행은 개인이 모여 팀을 이루어 장기간 여행하는 단체여행입니다. 여행 중 인솔자 및 여행자 모두의 여행에 문제를 일으키
는 행동(위협적인 행동 및 타인에게 상해,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성희롱, 기물파손, 과도한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등)을 할 경
우 여행을 전체적으로 관리 진행하는 여행 인솔자는 전체 팀을 위해 여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 중단의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으며 여행비용은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여행을 존중해주시고, 현지 여행 에티켓을 반드시 지켜주세
요. 여러분 개개인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남극여행 일러두기 (주의사항)
*홈페이지 하단의 내용을 다시한번 안내드리오니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