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의 자연으로 떠나는 
가장 현대적인 여행

아쿠아 익스페디션 

페 루┃캄보디아┃베트남

아쿠아 익스페디션 한국 정식 런칭 기념
•  4~5월 출발일 예약 시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선상크레딧 제공



예시 일정 위   치 프로그램

1일차 오후 이키토스 승선

2일차 
오전 아마존강, 야라파강 야랴파강 탐험, 피라냐 낚시

오후 나우타 야생 탐험 

3일차 
오전 마라뇬강 정글 워킹 

오후 야냐야쿠 푸카테강 핑크돌고래와 수영, 카약 등 

4일차 
오전

파카야 사미리아, 나우타 
마라뇬강

파카야 사미리아 국립보호구역 
방문

오후 이키토스, 나우타 아마존 마을 방문 

5일차 
오전 야날파강 야날파강 탐험과 열대림 워킹

오후 도라도강 해질녘 떠나는 야생동물 탐험

6일차 
오전 파카야강 강위에서 즐기는 아침 식사와 낚시

오후 우카얄리강, 타피체강 핑크돌고래 감상

7일차 
오전 크라베로강, 야라파강 정글 워킹, 카누, 카약, 수영

오후 아마존강 소형 선박으로 아마존 마을 방문 

8일차 오전 이키토스 하선 후 매너티 구조 센터 방문

 아마존강 탐험  
아마존 유일의 현대적인 5성급 플로팅 부띠크 호텔

전 객실 스위트 객실, 통유리로 두 눈 가득 즐기는 아마존의 자연 풍경 

정글 쉐프라고도 불리는 페루 유명 쉐프 페드로 미구엘 샤피노가 컨설팅 하는 선내 식사

아마존 전문 가이드와 함께 하는 안전한 탐험 

피라냐 낚시, 강위에서의 피크닉, 핑크 돌고래와 함께 하는 수영 등 아마존 탐험 필수 활동으로 짜여진 알찬 일정

아마존강의 발원지에서 마주하는 태초의 아마존

•선박_ 아리아 아마존 •건조년도_ 2010년 

•개보수_ 2015년  •선적_ 페루 

•전장_ 45 m  •전폭_ 9 m

•승무원수_ 총 27명 •승객수_ 32명 

•객실수_ 총 16객실 •승선_ 매주 금요일

•요금_ 1인 $8,120 부터~   

크루즈 요금 포함 사항  일정 중 모든 식사, 기항지 가이드 관광, 음료 (비알콜음료, 식사 시 

제공 되는 와인, 맥주), 자전거 대여, 승선 전후 공항-항구 이동 그룹 트랜스퍼 제공 (단체  

이동으로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 가능) , 파카야 사미리아 국립보호구역 입장료

크루즈 요금 불포함 사항  왕복항공권, 승선 전후 호텔, 프라이빗 트랜스퍼 , 스파 서비스, 선상팁 

7박 8일 일정 이외에도, 3박 4일, 4박 5일 일정으로도 탑승 가능합니다. 

※   브로셔에 표시된 모든 요금은 2인 1실 사용 기준, 1인당 요금이며 독실(싱글) 사용 시 추가 요금이 부과  

됩니다. 크루즈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



예시 일정 위   치 프로그램

1일차 오후 호치민 승선

2일차 
오전 빈탄/사덱 현지 마을 방문

오후 미안훙 (메콩 델타) 현지 마을 방문

3일차 
오전 쩌우독 쩌우독 시장과 사원 방문

오후 국경 통과 선내 요리 강습 및 강의 

4일차 
오전 옹야테이 실크만드는 곳 방문

오후 쁘레아 프로솝 자연경관 감상

5일차 
오전 프놈펜 왕궁 및 국립박물관 방문

오후 프놈펜 전통춤 감상

6일차 
오전 코첸 은세공마을 방문

오후 캄퐁치낭 도자기마을 방문

7일차 
오전 처녹트루 수상가옥마을의 얼음 공장 

오후 모앗클라/톤레삽호수 수상가옥마을 방문 

8일차 오전 프렉또알/씨엠립 철새도래지방문, 하선

 메콩강 탐험  
메콩강 유일의 현대적인 5성급 플로팅 부띠크 호텔

통유리 혹은 개별 발코니가 딸린 스위트 객실 

태국 요리사로 잘 알려진 호주 출신 미슐랭 스타 쉐프 데이비드 톰슨이 컨설팅 하는 선내 식사 

기항지 관광시 가이드 1인당 10명의 소규모 그룹으로 관광  

강변을 따라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 무료 대여

6천만명의 삶의 터전인 메콩강의 생생한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여행

•선박_ 아쿠아 메콩 •건조년도_ 2014년 

•선적_ 캄보디아  •전장_ 62.4 m 

•전폭_ 11.5 m •승무원수_ 총 40명 

•승객수_ 40명  •객실수_ 총 20객실

•요금_ 1인 $8,995 부터~ •승선_ 매주 금요일  

크루즈 요금 포함 사항  일정 중 모든 식사, 기항지 가이드 관광, 음료 (비알콜음료, 식사 

시 제공 되는 와인, 맥주), 세탁서비스, 자전거 대여, 승선 전후 항구 이동 그룹 트랜스퍼 

제공 (단체 이동으로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 가능), 인터넷 사용 

크루즈 요금 불포함 사항  왕복항공권, 비자 발급 비용, 승선 전후 호텔, 프라이빗 트랜스퍼, 

스파 서비스 , 선상팁

7박 8일 일정 이외에도, 3박 4일, 4박 5일 일정으로도 탑승 가능합니다. 

※   브로셔에 표시된 모든 요금은 2인 1실 사용 기준, 1인당 요금이며 독실(싱글) 사용 시 추가 요금이 부과  

됩니다. 크루즈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



오지 탐험 여행 중에도 깨끗하고 안락한 객실과 

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선사합니다.

아쿠아 익스페디션 특징

•전 세계에서 가장 이국적인 미지의 아마존 & 메콩강을 여행하는 일정을 연중 운영

•모든 승선일 예약 인원과 상관 없이 100% 운행 보장 

•현지 문화와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사실 그대로 접할 수 있는 진정한 탐험 여행

•오지에서 만나는 가장 현대적인 5성급 플로팅 부띠크 호텔 

•객실, 식사 및 가이드 투어 등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올인클루시브 여행 

크루즈 전문가와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상담하세요.
크루즈인터내셔널과 친구를 맺으면 특가 상품과 이벤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문의 및 예약

크루즈 인터내셔널  |  www.cruise.co.kr

고객 : 02-775-0100  |  여행사 및 제휴사 : 02-775-0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