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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유람선 여행)는 이제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미국의 부유한 은퇴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몇 달 동안 대양과 대양을 건너며 세계를 일주하는 것만이 크루즈는 아니니까.

글 한미희 기자 

크루즈 여행 맛보기 

N E W 트 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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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호화 여행'의 대명사였던 크루즈는 이제 목적지도, 일정도, 실어나르는 

배도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기껏해야 9일짜리 휴가에 만족해야 하는 직장

인도 짧게나마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비싸다는 인식도 있지만, 고급 리

조트 호텔에서 먹고 자고 놀고 마시는 모든 일이 해결되니 따지고 보면 그

렇게 비싼 것만도 아니다. 비행기의 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 넣고 몇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짐을 싸고 풀 필요도 없이 침대에 편히 누워 자고 일어

나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항구에 도착해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매력이다. 

내년이면 인천과 부산에 22만t급 이상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

는 전용 부두가 문을 열고, 두 곳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전세선이 출항할 

예정이다. 모항은 크루즈선이 잠시 들러가는 기항지가 아니라 승객을 태우

고 출발하는 항구다. 비록 전세선이 아닌 정기 모항으로 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크루즈 여행이 대중화하는 첫발은 떼는 셈이다. 

최근 중국에서 크루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의 주요 항구와 

서해를 두고 마주한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없는 것을 찾는 게 빠른 크루즈선

지난 10월 인천항에 기항한 프린세스 크루즈의 코랄 프린세스호를 둘러

봤다.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하와이, 필리핀, 베트남, 홍콩, 

대만, 중국을 돌아 인천에 도착한 배는 다시 일본, 알래스카를 거쳐 로스

앤젤레스로 돌아가는 60박 일정으로 태평양을 도는 세계 일주 중이었다. 

2003년 건조해 2016년 리노베이션을 한 배는 전체적으로 고풍스러운 고

급 호텔 분위기로 꾸며졌다. 

9만t급 코랄 클래스에 속하는 코랄 프린세스는 승객 2천명, 승무원 900

명을 태울 수 있다. 총 길이가 295m로 축구장 3개(300m)를 이어놓은 것

과 비슷하고, 63빌딩의 높이(250m)보다 길다. 파나마 노선에 투입되는 

이 배는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폭이 32m로 좁은 편이다. 프린세스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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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세스 크루즈 선박

프린세스 크루즈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비슷한 콘셉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11만t급 사파이어 프린세스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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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의 주력 선박인 10만∼11만t급 그랜드 클래스는 오히려 선박 길이가 

5m 더 짧다. 

'바다 위의 리조트 호텔'이라 부르는 크루즈선 안에서는 없는 것을 찾는 게 

빠르다. 

우선 뷔페식당과 정찬 식당 외에 이탈리아 식당, 뉴올리언스 스타일 스테이

크 하우스 등 전문 식당과 카페에서, 야외 수영장 옆 피자와 아이스크림, 햄

버거와 핫도그 등으로 하루 세끼가 모자라게 식도락을 즐길 수 있다. 

칼로리는 실내외 수영장과 야외 농구장, 미니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에서 

소비하면 된다. 아이들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어른들도 전용 구역(sanctuary)에서 조용히 휴식할 수 있다. 

배는 밤에도 잠들지 않는다. 대극장에서는 뮤지컬이나 쇼를, 실외 풀장에

서는 밤마다 별빛 아래서 영화를 감상한다. 카지노와 바, 클럽도 운영된

다. 사진 스튜디오, 예식장, 스파&마사지, 미용실이 있고, 일정 막바지 할

인 폭이 커지는 면세점도 유용하다. 

코랄 프린세스호 외관

1

2

3



134  201812  201812  135

겨울엔 가깝고 따뜻한 동남아 · 남반구 

노선

크루즈는 해당 지역의 가장 좋은 계절에 운항

한다. 프린세스의 대표 노선인 알래스카는 너무 

춥지 않고 빙하를 감상하기 좋은 5∼9월이다. 

시즌 초반과 막바지인 5월이나 9월은 약간 저렴

하고, 성수기인 7∼8월에 가장 비싸다. 올겨울 

첫 크루즈 여행을 시도한다면, 가깝고 따뜻한 

동남아나 호주·뉴질랜드가 적당하다. 

프린세스 크루즈가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운항

하는 동남아 3박 크루즈는 11t급 사파이어 프

린세스호를 타고 말레이시아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도시 페낭과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거

쳐 돌아온다. 12월 18∼21일 일정은 할인 요금

을 적용해 38만원(인사이드)∼52만원(미니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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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서부   

카리브해

캐나다&뉴잉글랜드

호주&뉴질랜드

남미 

파나마

크루즈 시즌

1 뉴질랜드 남섬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을 항해하는 크루즈의 

데크 풍경 2 시드니 항의 

프린세스 크루즈

3 알래스카를 항해하는 

프린세스 크루즈

싱가포르에서 출항하는 동남아 노선가격

인사이드 가려진 뷰 바다 전망 발코니 미니스위트

2018년 

12월 18~21일(3박)
38만410원 41만3천110원 44만5천810원 41만3천110원 52만1천20원

2019년 

1월 30일~2월3일(4박)
46만7천610원 50만310원 54만3천910원 60만9천310원 89만2천710원

2019년 

2월15일~2월18일(3박)
30만4천110원 32만5천910원 38만410원 41만3천110원 59만8천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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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내놨다. 내년 1월 30일(4박)과 2월 15일(3박) 출항하는 일정도 특가로 

판매한다. 

북반구의 겨울에 호주와 뉴질랜드 노선은 4척의 배가 운항할 정도로 인

기가 많다. 10만∼14만t급 대형 크루즈를 타고 시드니나 멜버른에서 출

발해 5일이나 8일 일정으로 태즈메이니아, 남호주, 서호주를 일주하는 경

우는 항공료를 제외하고 1인당 73만원부터다. 호주와 뉴질랜드 남·북섬

을 묶은 13일 일정은 170만원부터. 뉴질랜드 남섬의 피오르 해안을 구석

구석 볼 수 있다. 

가격 차이 큰 객실은 어떻게 고를까

창이 아예 없는 복도 쪽 인사이드 객실이 가장 싸다. 열리지 않는 창문이 있

는 바다 전망 객실,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발코니 객실, 프리미엄 객실인 미니 

스위트와 스위트 순으로 점점 비싸진다. 알래스카 같은 압도적인 풍광을 지

나는 노선이라면 최소한 발코니 객실 정도는 되어야 배에서 기항지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기 좋다고 추천한다. 하지만 모든 활동은 밖에서, 객실 안에서

는 오로지 잠만 자겠다면 인사이드 객실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자료·사진 제공 프린세스 크루즈

일정 객실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