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 ▶

2 일 ▶

3 월 ▶

4 화

5 월 ▶

6 화

7 금 ▶

8 금 ▶

9 토 ▶

10 일 ▶

베르겐 17:40 경유지 23KG/2PC

6/20

6/14

6/18

6/18

20KG/1PC

보되 15:00 베르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마을, 로포텐제도 일주)6/15

스볼베르 13:30 보되 13:55 국내선 20KG/2PC

롱이어비엔 14:45 트롬쇠 16:20 국내선

16:35 국내선

20KG/1PC

6/6 경유지 07:00 오슬로 08:45 (예정) KLM

6/8 (크루즈 승선일/크루즈 선사의 사전브리핑 및 안전교육)

여/행/예/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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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인천 00:55 경유지 05:15 (예정) KL856 23KG/2PC

북극(북위82°탐험) + 노르웨이(로포텐제도 일주/트롬쇠/오슬로/베르겐)

어른들의 우아한 여행

북극원정대, 15일!

23KG/2PC

6/7 오슬로 09:45 롱이어비엔 12:40 국내선

6/19

20KG/1PC

19:25 (예정) KLM

경유지 인천도착 14:55 (예정) KLM 23KG/2PC



6 스볼베르 → 보되/베르겐 비행기 3회차

불포함
사항

1 개인경비(현지 식사비 및 생활 경비) 1인 약 $1000~

2

별도문의

인솔자 경비(현지에서 인솔자에게 직접지불/1일 $20) 1인 $300

1인객실(독실사용) 싱글챠지

*크루즈 환영행사시 제공되는 음료외 모든 주류/음료는 유료이며 마지막날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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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140~160

(3)

이동편
포함사항

1 공항 → 호텔 전용차량 무료픽업

4 트롬쇠 →

→ 롱이어비엔 비행기 1회차

3 롱이어비엔 → 트롬쇠 비행기 2회차

→ 레이네마을 전용차량

로포텐제도/스볼베르 전용차량

5 스볼베르

노르웨이 국내선(3회) / 전용차량 Door to Door Service

1

(2)
노르웨이
일정포함

트롬쇠 공항픽업 포함 / 자유일정

2 로포텐제도 일주 이동차량 포함 / 자유일정

3

교통

2 오슬로

2 여행조건

(1)

기본
포함사항

기본 국제선 왕복항공권(유류세포함), 전문 인솔자 동행

숙소 6박7일, 고품격 크루즈(포세이돈/114명탑승), 3~4성호텔(2인1실 기준)

식사 크루즈 내 모든 식사 // 크루즈 여행시 방한자켓 및 장화 제공

오슬로/베르겐 공항픽업 및 샌딩 포함 / 자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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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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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의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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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대
탑승 선박

북극
여행시기

북극권이란?

스발바르제도

북극
환경보호

*북극원정대 크루즈 선박: M/V Sea Spirit(2015년부터 운영)
┕ 길이: 90미터 / 승객: 114명 / 승무원: 72명
┕ 17,000명 이상의 북극여행을 진행했던 승무원들의 세심한 서비스
┕ 직접 밟아 보는 북극권의 섬, 조디악 랜딩

북극곰
에 대하여

*북극곰은 지구 온난화로 줄어드는 빙하로 인해 사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매년 많은 북극곰들
이 죽은 동물의 사체를 찾아다니다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북극곰은 하얀털을 가졌
지만, 성장할수록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고 행동도 둔해집니다. 야생 북극곰의 최장 수명은 41
년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경 10Km정도 거리의 먹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에 30Km이상 수영할 수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장님께서 북극곰이나 고래가 발견되면 방송으로 전체안내를 해주니 카메라를 항상 휴대하
시고 언제든 갑판으로 나갈 준비를 하세요. 혹시 선장님보다 먼저 북극곰을 발견했다면 가까운
승무원에게 즉시 알려 방송이 나가게 해주세요.

모든 야생동물들이 깨어나고, 툰드라 야생화가 만개하는 여름시즌(6~8월)에 방문 합니다.

*북극권(Arctic Circle)이란?
┕ 북위 90°~66°까지! 여름엔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 겨울엔 해가 뜨지 않는 극야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을 일컬어 북극권이라고 합니다. 북극해를 중심으로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북극권에 속합니다.

*북극여행의 베이스캠프, 스발바르 제도(노르웨이령)
┕ ‘차가운 해변의 땅’이란 뜻의 스발바르 제도는 지구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최북단입니
다. 남극에는 땅이 있어 남극대륙이라고 하지만, 북극에는 땅이 없고 빙하로만 뒤덮혀있어 북
극대륙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빙하로만 덮혀있는 북극을 가장 가까이에서 여행할 수 있는 곳
이 바로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입니다.
┕ ‘극지와 인접한 스발바르 제도는 진정한 감동이 있는 여행지이다. 이곳은 북극권에서 가장
흥미진지한 여행지이자 유럽 최후의 야생환경을 가진 곳이다. 숨막힐 듯 아름다운 피요르를 배
경으로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다’ - 론니플래닛

*텀블러를 준비하여 북극의 환경을 보호해주세요.
┕ 크루즈 객실의 미니바에는 플라스틱 생수병이 있지만, 약$3로 유료입니다. 크루즈 내에는
생수대가 있어 언제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한자켓
방한장화

*크루즈 탑승 후 제공되는 방한재킷은 무료이며, 기념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 캐리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방한장화도 함께 제공됩니다.

크루즈 식사

*크루즈에서 제공되는 식사
저녁식사는 샐러드, 메인요리, 디저트 코스요리로 진행되며, 레스토랑 입구에는 그날의 메인요
리 2가지 샘플(소고기 또는 생선)과 와인들이 진열되어 있어 주문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레
스토랑은 07:30/12:30/19:30 오픈하며, 2/4/6/8인용 테이블에 선택하여 착석하실 수 있습
니다.

북극탐험 및 크루즈 소개

운영 선사
*전세계 극지여행의 선두주자, 포세이돈 익스페디션 선사
┕ 1999년 영국에서 설립하여 22년간의 극지여행을 운영했던 진행 노하우
┕ 북극탐험 크루즈 사업자협회(AECO), 남극여행 사업자협회(IAATO) 회원사



1

인천
↓

경유지
↓

오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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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수화물에 절대로 손 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맡
아 운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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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
 
 시간미정 경유지 출발
 시간미정 오슬로 도착

오슬로 도착 후 시내 자유시간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국제선
공항픽업

일차

(오슬로)
★★★★

Radisson Blu
Plaza Hotel
또는 동급

6/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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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호텔

예/정/일/정

2
오슬로

↓
(스발바르)
롱이어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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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을 인솔자에게 지불해 주세요.

09:45 오슬로 출발
12:40 롱이어비엔 도착

*북극여행의 베이스캠프, 스발바르 제도
┕ 스발바르 국제조약에 따라 모든 여행자는 여권검사를 받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 ‘차가운 해변의 땅’이란 뜻의 스발바르 제도는 지구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최북단입니다. 남극에는 땅이 있어 남극대륙이라고 하지만, 북극에는 땅이 없고 빙
하로만 뒤덮혀있어 북극대륙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빙하로만 덮혀있는 북극을
가장 가까이에서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입니다.

북극탐험의 출발점, 지구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최북단의 가장 큰 도시,
롱이어비엔 도착 후 시내 자유시간
(추천) 북극탐험 박물관, 스발바르 박물관 등
Coal Miner's Cabin 호텔 인기 메뉴, 순록 버거(reindeer burger)

[조식:기내식 / 중식:불포함 / 석식:불포함]

국내선
전용차량

일차

(롱이어비엔)
★★★★

 Radisson Blu
Polar Hotel
Spitsbergen

또는 동급

6/7

월



롱이어비엔
↓

이스피요르

북극해
항해

호텔조식 후 롱이어비엔 시내 자유시간
(추천) 커다란 빨간 산타우체통, 스발바르 교회 등

*전 세계 극지여행의 선두주자, 포세이돈 익스페디션 선사
┕ 1999년 영국에서 설립하여 22년간의 극지여행을 운영했던 진행 노하우
┕ 북극탐험 크루즈 사업자협회(AECO), 남극여행 사업자협회(IAATO) 회원사

*북극원정대 크루즈 선박: M/V Sea Spirit(2015년부터 운영)
┕ 길이: 90미터 / 승객: 114명 / 승무원: 72명
┕ 17,000명 이상의 북극여행을 진행했던 승무원들의 세심한 서비스
┕ 직접 밟아 보는 북극, 조디악 랜딩

<북극탐험 브리핑 및 질의응답>
*북극탐험을 함께하러 온 세계각국의 대원들과 인사나누고, 북극해 항해와 관련된

주의사항과 지켜야 할 사항, 생태계 보존을 위한 지침등을 브리핑 합니다.

<크루즈 승선 후 안전교육 및 월컴서비스>
*북극해를 항해하는 여정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기예보와 현장상

황에 따라 선장은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피츠베르겐 섬, 서부 피요르드 해안 Spitsbergen
┕ 이스피요르 Isfjorden

[조식:호텔식 / 중식:불포함 / 석식:선상식]

북극탐험
크루즈

일차

(크루즈)
★★★★

M/V Sea Spirit
또는 동급

6/9

4

수 북극해

*북극권(Arctic Circle)이란?
┕ 북위 90°~66°까지! 여름엔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 겨울엔 해가 뜨지 않는
극야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을 일컬어 북극권이라고 합니다. 북극해를 중심으로 러

시아, 알래스카,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북극권에 속합니다.

 스피츠베르겐 섬, 서부 피요르드 해안 Spitsbergen
┕ 아문센이 북극탐험을 시작한 곳, 뉘올레순 Ny Alesund(하선)
┕ 뉘올레순 한국 다산북극연구기지 방문
┕ 아문센 동상 및 뉘올레순 우체국, 박물관 방문
┕ 대리석을 주로 채굴했던 곳, 뉘 런던 하이킹 Ny London
┕ 유빙들로 가득한, 콩스피요르 Kongsfjorden
★모든 방문지는 예정일정으로 선장님이 기상상태를 보며 결정합니다.★

[조식:호텔식 / 중식:선상식 / 석식:선상식]

북극탐험
크루즈

(크루즈)
★★★★

M/V Sea Spirit
또는 동급

3

6/8

화

일차



7

북극해

*북극곰에 대하여
┕ 북극곰은 지구 온난화로 줄어드는 빙하로 인해 사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매년
많은 북극곰들이 죽은 동물의 사체를 찾아다니다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
린 북극곰은 하얀털을 가졌지만, 성장할수록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고 행동도 둔해
집니다. 야생 북극곰의 최장 수명은 41년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경 10Km
정도 거리의 먹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에 30Km이상
수영할 수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 크루즈는 설산을 끼고 유빙을 헤치며 가지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장님께
서 북극곰이나 고래가 발견되면 방송으로 전체안내를 해주니 카메라를 항상 휴대
하시고 언제든 갑판으로 나갈 준비를 하세요. 혹시 선장님보다 먼저 북극곰을 발견
했다면 가까운 승무원에게 즉시 알려 방송이 나가게 해주세요.
┕ 선장님은 항로상에 유빙들 상태에 따라 항로변경을 할 수 있고, 정찰대가 북극
곰을 발견하면 조디악 랜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스발바르 제도, 서쪽 해안으로 항해
┕ 막달레네피요르 Magdalenefjorden
┕ 릴리훅 빙하 Lilliehook Glacier

[조식:선상식 / 중식:선상식 / 석식:선상식]

북극탐험
크루즈

일차

(크루즈)
★★★★

M/V Sea Spirit
또는 동급

6/12

토

6

북극해

<북극탐험 랜딩>
┕ 직접 밟아 보는 북극권의 섬, 조디악 랜딩
┕ 선장님은 항로상에 유빙들 상태에 따라 항로변경을 할 수 있고, 정찰대
가 북극곰을 발견하면 조디악 랜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야외활동은 승객들의 체온저하를 고려하여 3시간이상 진행하지 않으
며, 하루에 두번 야외탐사가 있으면 일단 크루즈로 돌아와 충분히 몸을 녹
인 뒤에 다시 진행됩니다.

북부 모펜섬 주변탐험 Moffen Island

[조식:선상식 / 중식:선상식 / 석식:선상식]

북극탐험
크루즈

일차

(크루즈)
★★★★

M/V Sea Spirit
또는 동급

6/11

금

북극해

<크루즈에서 제공되는 식사>
저녁식사는 샐러드, 메인요리, 디저트 코스요리로 진행되며, 레스토랑 입
구에는 그날의 메인요리 2가지 샘플(소고기 또는 생선)과 와인들이 진열되
어 있어 주문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07:30/12:30/19:30
오픈하며, 2/4/6/8인용 테이블에 선택하여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선사옵션) 카약킹($655)

스피츠베르겐 섬, 북부 피요르드 해안
┕ 북해 포경 산업의 중심지, 스미어렌버그 Smeerenburg
┕ 리예프데피요르 Liefdefjorden
┕ 모나코빙하 Monaco Glacier

[조식:선상식 / 중식:선상식 / 석식:선상식]

북극탐험
크루즈

일차

(크루즈)
★★★★

M/V Sea Spirit
또는 동급

6/10

목

5



11
스볼베르

↓
헤닝스베르

↓
보르그

↓
레이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 로포텐제도 일주
┕ 스볼베르 Svolvær
┕ 카벨보그 Kabelvaag
┕ 헤닝스베르 Henningsvaer
┕ 보르그 Borg
┕ 바이킹박물관 Lofotr Viking Museum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일차

(스볼베르)
★★★

SCANDIC
SVOLVAER

HOTEL
또는 동급

6/16

수

9

롱이어비엔
↓

트롬쇠

선상부페 조식 후
*마지막날 크루들의 봉사수수료, 1일/약$20x7일=$140 / 알코올 음료등
을 정산하고, 승무원들의 서비스평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롱이어비엔 하선

14:45 롱이어비엔 / 국내선 SAS(항공이동)
16:20 트롬쇠 도착
도착 후 호텔이동

[조식:선상식 / 중식:불포함 / 석식:불포함]

화

크루즈
국내선

전용차량

일차

(트롬쇠)
★★★★

CLARION EDGE
HOTEL

또는 동급

6/14

월

10

트롬쇠
↓

로포텐제도

*트롬쇠 시티투어(추천일정)
┕ 플뢰야 산 전망대 방문(케이블카 탑승)
┕ 극지방을 형상화한 북극대성당
┕ 트롬쇠 자연사 박물관
┕ 아름다운 건물이 인상적인 북극수족관
┕ 트롬쇠 대성당, 다리 등 시내 자유시간

트롬쇠-스볼베르(약6시간)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일차

(스볼베르)
★★★

SCANDIC
SVOLVAER

HOTEL
또는 동급

6/15

8

북극해

스발바르 제도, 남서쪽 해안으로 항해
┕ 20세기 후반, 흰돌고래를 포획하던 벨순드 Bellsund
┕ 알크홀넷 마운틴 조망 Alkhornet
┕ 바렌츠부르크 마을 Barent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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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선상식 / 중식:선상식 / 석식:선상식]

북극탐험
크루즈

일차

(크루즈)
★★★★

M/V Sea Spirit
또는 동급

6/13

일



15

인천
시간미정 인천 도착

*특수지역으로의 여행 특성상 상기일정은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차

6/20

일

조식 후 베르겐 자유일정
(추천일정)
└ 북유럽 최고의 미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뢰옌산 전망대 방문
└ 플뢰옌산 전망대 방문시 푸니쿨라

17:40 베르겐 출발
19:25 암스테르담 도착
21:25 암스테르담 출발
14:55+1 인천도착

**연장체류 가능합니다(예약시 별도요청)**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일차

6/19

토

14

국제선

기내박

베르겐
↓

경유지

12

로포텐제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 로포텐제도 일주
┖ 가장 아름다운 레이네 마을
┖ 레이네브링겐 하이킹(편도/약1시간30분/경사도심함/난이도중상)
┖ 레이네 뷰포인트, 함노이 Hamnoy, 사크리쇠이 Sakrisøy
┖ 땅끝마을 '오' 뷰포인트 등 탐방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일차

(스볼베르)
★★★

SCANDIC
SVOLVAER

HOTEL
또는 동급

6/17

목

13

스볼베르
↓

베르겐

조식 후 스볼베르 자유시간

13:30 스볼베르 SVJ(국내선/WF-831)
13:55 보되 도착 후 환승(경유시간 약1시간)
15:00 보되 BOO(국내선/WF-615)
16:35 베르겐 도착
호텔이동 후 체크인

(베르겐/추천일정)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베르겐 역사지구 탐방
└ 신선한 노르웨이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피쉬마켓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항공이동

일차

(베르겐)
★★★★
SCANDIC

ORNEN HOTEL
또는 동급

6/18

금



극지원정대 준비물 안내사항
*홈페이지 극지상품의 하단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벌 챙기는게 좋습니다
┕ 부피가 큰 겨울용 패딩, 무거운 스웨터, 청바지를 챙기는 것보다, 가볍고 방수/방풍/투습성을 가져다양한 외부 환경변화를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재의 아웃도어들로 여러벌 챙기는게 좋습니다. (고어택스 제품들)
*체온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우리는 여름에 극지를 방문하지만, 그곳은 온도는 평균 1~3도이며, 바람이 불면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한낮에 바람이 안 불면
기온이 올라가 땀을 흘릴수도 있는데 통풍이 되지 않아 땀이 마르지 않는다면 이내 땀이 차가워지고 빠르게 온도를 잃어 컨디션이
나빠질수 있습니다.
*방수기능의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 조디악을 운행중일 때 물이 튈 수도 있고, 방수가 되지 않는 다면 옷이 물을 흡수하여 금새 추워 질 것입니다. 방수바지, 방수신
발은 극지여행시 매우 유용하며 면소재의 의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대비해야 합니다.
┕ 극지방의 날씨는 하루에도 몇번씩 변화무쌍하여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순식간에 체온을 떨어트
릴 수 있으니 방풍이 되는 의류는 중요합니다.
*외투(보온자켓): 체온을 지켜줄 수 있는 가벼운 것, 단열기능, 바람에 강한 옷, 밝은 색상이고 눈에 띄는 색상을 추천합니다. 전통
적으로 극지 여행자는 빨간색을 착용합니다.
*바지(고어택스 제품으로 준비): 방수기능 바지는 극지 탐험을 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옷입니다. 스키바지를 추천
합니다. 만약 스키바지가 없다면, 통풍이 잘되어 뽀송뽀송한 야외활동에 좋은 기능성 내의와 그 위에 방수가 되는 튼튼한 바지를 입
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배낭(방수기능): 망사가 없는 배낭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 및 기타 장비를 넣고 다닐 수 있는 방수 나일론 백팩이
좋겠습니다. 또한 조디악를 탈 때, 두 손이 자유로울 수 있는 어깨 끈이 있는 가방이 좋습니다. 또 조디악에 있는 동안 카메라를 젖
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방수 카메라 가방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극지방에서는 카메라나 전자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지퍼락이
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속옷(보온기능): 뛰어난 보온성과 땀 흡수력이 좋은 속옷으로 챙겨야 합니다.
*모자: 체온의 30 %는 머리에서 나옵니다. 모자를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해야합니다. 모직으로 된 모자, 플리스로 된 모자, 귀를 보
호하기 위한 따뜻한 모자가 좋습니다.
*장갑(중요): 겉장갑은 방수가 되는 두꺼운 벙어리 장갑이 좋고, 속장갑은 가볍지만 벙어리장갑을 벗고 사진을 찍을 때 어느정도
추위로부터 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에 젖거나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하여 여분의 장갑을 챙겨야 합니다. 장갑은 매우 매우
중요한 준비물 입니다.
*넥워머 또는 스카프: 극한의 환경에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따뜻한 넥워머나 스카프는 목을 보호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신발 및 양말: 극지방 탐험시에는 따뜻한 양말이 필수입니다. 꼭 여러 개의 양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목이 긴 양말
을 준비하시고, 겉에 두꺼운 양털 혹은 다른 두꺼운 소재의 스포츠 양말을 신을 때에는 그 안에 꼭 충분한 단열기능이 있는 얇은 실
크 혹은 폴리프로필렌(PP) 또는 면/울 양말을 안에 신은 다음 바깥에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최대한 발을 따뜻하게 하려면
조금은 헐렁한 고무장화에 두 컬레의 양말을 착용하는게 좋습니다.
*선글라스(필수): UV필터가 있는 고품질의 선글라스를 추천합니다. 흐린 날에도 극지방의 자외선은 얼음에 강력하게 반사되기 때
문에 필수입니다. 혹시 잃어버릴 걸 대비하여 여분의 선글라스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 선글라스로도 충분하지만, 편광 선글
라스가 가장 좋습니다. 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용 스키/스노우보드 고글도 매우 유용합니다.
*자외선 차단 로션: 입술, 손 얼굴을 위한 보호용 자외선 차단 로션이 필요합니다. 특히 물, 눈, 얼음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피부다
탈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 가시는게 좋습니다.
*카메라, 베터리 충전기: 고장이나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충전기와 카메라도 챙기는게 좋습니다.
*수영복 또는 레쉬가드: 극지방의 시원한 물속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부피가 크지 않으니 준비
하시면 좋습니다.
*의약품: 배 멀미에 대비하여 멀미약, 혹은 이에 처방된 의약품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른 약을 가져올 시에
는, 건강문제, 복용량이 적혀 있는 처방전을 의사의 서명 및 날짜를 적어서 같이 가져가시면 유용합니다.
*쌍안경: 갑판위에서 극지방의 야생동물을 발견하거나 관찰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귀마개: 잠자리가 예민하시거나 짝궁의 코고는 소리에 잠을 설치면, 다음날 탐험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일정내내 최고의 컨디
션을 유지하고 편안 잠자리가 필요하시다면 하나쯤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선상에서 생활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크루즈에서 생활시 옷차림은 가볍고 관리가 용이한게 좋습니다. 보통 캐주얼한 가벼
운 바지, 긴 소매 셔츠나 티셔츠, 기모, 가벼운 패딩 등을 많이 입습니다. 옷을 여러게 겹쳐 입거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터
틀렉, 티셔츠를 여러 장 챙기는게 좋습니다. 저녁만찬용 의상의 경우 남성은 스포츠 자켓이나 블레이저, 카라 셔츠, 여성은 간단한
원피스 등 단정한 복장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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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일
정여행을 돕기 위해 전체일정에 동행하면서 일정안내, 숙소안내, 교통안내를 함으로써 낯선 곳에서의 자유여행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행동반자 입니다.

4. 본 여행은 세미패키지여행으로 숙박(3~4성급 호텔), 도시 간 현지 이동편만이 포함된 여행입니다. 호텔 투숙시 포함된 조식 외
중석식은 모두 현지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이며 포함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식사비용, 입장권, 관광비용, 시내교통(단거리) 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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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용 숙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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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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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