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를 즐겨보세요!
편안한 객실과 승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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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으로 꾸며진 객실은 바다 위에서의 즐거운 휴가를 위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크루즈 선박들은 쇼핑과 스파, 카지노, 다양한 식당에서의
이색적인 경험을 승객분들께 제공합니다.

Helsi n k i

S t o c k h o lm

T a l l inn
BALTIC SEA

RUSSIA
ESTONIA

헬싱키 • 스톡홀름 • 탈린 • 리가 • 투르쿠 • 올랜드제도

R iga

DENMARK

Silja Line

L AT VIA

잊지 못할 발트해 크루즈 여행

Tallink

LITHUANIA
BELARUS
GERMANY

POLAND

탈린크 셔틀
헬싱키와 탈린 간의 풀서비스 고속라인
매일 6번까지 출항하며,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숙박 시설

만족스러운 쇼핑

07:30 | 10:30 | 13:30 | 16:30 | 19:30 | 22:30

모든 객실은 편안한 침대와 샤워 시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객분들의 취향에 맞는
객실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과 승객분들을 친절하게
도와드릴 직원들, 그리고 최대 면세 혜택으로
만족스러운 쇼핑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의 라이브 공연

북유럽의 맛을 만끽하세요

탈린크와 실야라인의 선박에 승선하시면 매일
밤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과 댄서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트 클럽과 바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인상깊은 크루즈에는 식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승객분들의 입맛에 맞도록 계절별로
새로운 메뉴를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셔틀스타나 메가스타와의 두 시간 여행은 고속
페리선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연중 내내
운행하는 현대식의 친환경적인 배를 타고 편안하게
여행하세요. 앉아서 편히 쉬실 공간과 다양한 레스토랑,
쇼핑 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도 티켓
스타 클래스, 기본 티켓
스타 컴포트 라운지
비지니스 라운지

헬싱키 - 탈린

25-65 €
49-89 €
90-130 €

2시간
탈린 - 헬싱키

탈린/헬싱키로의 당일 크루즈 여행
스타 클래스, 기본 티켓
스타 컴포트 라운지
비지니스 라운지

35-67 €
83-115 €
165-197 €

1인당 / 유로
예약 상황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예약 안내는 아래의
인터넷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tallinksilja.com/kr
이메일: international.sales@tallinksilja.com
Tallink Silja International

Tallink Silja International

탈린크와 실야라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표

호화로운 크루즈 선박과 고속 보트로

예외적인 겨울 시간표는 tallinksilja.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트해를 경험해 보세요.

헬 싱키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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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홀 름

17:00		 04:15/04:20		

09:30

10:00		 23:45/23:55		

16:45

			
야간 크루즈

실야 세레나데
&
실야 심포니

오늘날 발트해에서 가장 현대적인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회사는
스톡홀름-헬싱키와 스톡홀름-투르쿠,
헬싱키-탈린, 스톡홀름-탈린 그리고
스톡홀름-리가 간을 운행하는 단거리
크루즈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톡홀름이나
투르쿠에서 올란드 제도까지의 당일
크루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 리에하 먼 		

리가 		

스톡 홀 름

17:30		

10:30

11:00

17:00

야간 크루즈

탈린

헬싱키

연중 내내 하루 여섯 번까지 출항,
2시간 항해

BELARUS
GERMANY

POLAND

헬싱키와 스톡홀름으로 가는 호화로운
프로메나드를 누려보세요!

Tallink Shuttle

헬싱키
북유럽의 이국적인 매력이 있는 녹색
도시인 헬싱키에는 근대 건축과 최신
유행을 담은 디자인, 핫 패션 브랜드와 도시
중심에서 펼쳐지는 핀란드만의 볼거리와
축제가 대표적입니다.

스톡홀름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최대 도시인 스톡홀
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로 꼽히
며, 14개의 섬이 57개의 교량으로 연결되
어 있습니다. 750년의 역사와 풍부한 문화
생활을 자랑하는 스톡홀름은 세계적인 박
물관들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탈린
탈린은 대조의 도시입니다. 중세의 한자
동맹 도시가 21세기 근대 유리 건물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탈린의
구시가지는 중세 북유럽 무역 도시의
모습을 매우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품격있게 발트해를 여행하는 법
여정 예시
1일차
• 15:30 스톡홀름 바탄 터미널에서 체크인 후 실야 세레나데나
실야 심포니 탑승
• 16:45 출항
• 17:15 부페 저녁 식사로 스칸디나비아 진미 맛보기
• 19:30 칵테일 한 잔을 들고 데크로 나가서 군도가 펼치는 장관 구경
• 프로메나드에서 열리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도 놓치지 마세요.
• 카지노와 디스코를 경험해보시고 아틀란티스 팰리스의 미드나잇
쇼도 구경하세요.

가격 예시

150 €
1인당

2일차
•
•
•
•

06:30 - 09:30 그랜드 부페 레스토랑에서 해상 아침 식사
기념품 쇼핑
10:00 헬싱키 도착
도시 관광

호텔에서 하루 묵으시면 헬싱키와 스톡홀름 여행을 하루 더 늘리실
수 있습니다.

투르쿠

리가

올란드

핀란드의 역사적인 수도 투르쿠는 군도의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합니다. 투르쿠의
거리는 중세부터 현대까지의 일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리가는
대도시의 한 편에 자리한 그림 같은
구시가지와 아늑한 카페를 특색으로 하는
발트해의 메트로폴리스입니다. 신세대의
감흥이 있는 리가는 유럽 곳곳에서 온
젊은이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이름 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심장부에 있는
올란드 제도는 스톡홀름과 헬싱키 사이에
있으며, 투르쿠에서 다섯 시간의 항해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올랜드
제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군도를 보실 수 있으며, 맑은 날에는 총
6,500개의 섬이 보입니다!

최신 뉴스와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tallinksilja.com/kr

7일 발틱-스칸디나비아 왕복 크루즈 여행

유네스코 세계 유적지인
헬싱키, 스톡흘름, 리가, 탈린으로 여행하세요.
여정 예시

가격 예시

499 €

• 헬싱키의 래디슨 블루 플라자 호텔에서 1박
• 실야 세레나데나 실야 심포니 선박으로 헬싱키-스톡홀름 크루즈 여행
• 스톡홀름의 노르딕 초이스 호텔 또는 스칸딕 호텔이나 기타 체인
호텔에서 1박
• 이사벨이나 로만티카 선박으로 스톡홀름-리가 크루즈 여행
• 탈린크 호텔 리가에서 1박
• 탈린의 탈린크 시티 호텔이나 탈린크 스파 & 컨퍼런스 호텔에서 1박
• 탈린크 셔틀 스타나 메가스타 선박으로 탈린-헬싱키 크루즈 여행

1인당

예시 가격 1인당 499€는 6일 숙박 일주일 패키지 여행으로, 부페 아침
식사와 4성 호텔에서의 나흘 숙박을 포함하며, 이틀 간 호화 크루즈
선박의 시사이드 더블 룸 선실에서 묵으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예시
가격은 일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사항: 구매 가격은 탈린크 실야와 호텔의 변동 가격 및 시즌 가격 책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싱키-스톡홀름 매일 출항

발트해의 수도를 한껏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낮에는 도시 관광을 하시고 저녁에는 한층 새로워진 크루즈 선박에서의 야간
크루즈로 풍성한 재미를 누리세요.

잔잔한 바다 위의 항해와 새로워진 항구에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