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023 동계서부지중해크루즈프로모션

요일 국가 기항지 도착 출발

토 스페인 바르셀로나 - 18:00

일 프랑스 마르세유 (프로방스) 09:00 18:00

월

이탈리아

제노아 (포르토피노) 09:00 18:00

화 라 스페치아 (친퀘테레) 07:00 17:30

수 나폴리 (폼페이) 13:00 19:30

목 - 해상 - -

금
스페인

팔마 데마요르카 10:00 20:00

토 바르셀로나 08:00 -

$ 1,079 부터~
발코니

$ 939 부터~

$ 689 부터~
내측

$ 549 부터~

선실료+항구세 선실료+항구세+드링크패키지

MSCBELLISSIMA | 18만톤급 선박 매주토요일바르셀로나출항 7박 8일 ☞선박바로가기

2022년11/19, 11/26, 12/3, 12/10, 12/17, 12/24*, 12/31*

2023년1/7, 1/14, 1/21, 1/28, 2/18*, 2/25*, 3/4*, 3/11*

선실료+항구세 선실료+항구세+드링크패키지

1) 상기요금은가장저렴한선실에대한 2인 1실기준, 1인요금입니다. (3,4인실요금은별도문의필요 / 1인이용시상기요금의 200% 적용)
2) 상기요금에는세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
3) 서비스차지(선상팁), 와이파이/스파패키지등의유료서비스, 미용실/카지노등의시설이용료, 기항지관광비용은상기요금에서제외됩니다.

- 서비스차지(선상팁) : 1인당 70유로 (7박기준)
- 와이파이: Browse 패키지 $62.09 / Browse & Stream 패키지 $93.17 (7박기준, 기기 1대연결시)

4) 별도의표시가있는날짜는다른날짜보다요금이인상됩니다.
5) 요금은예약시점선실판매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6) 드링크패키지에는하우스와인, 맥주, 칵테일, 소프트드링크, 과일주스, 생수, 따뜻한음료(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카페라떼, 차)가포함됩니다.

해당패키지는메인레스토랑, 뷔페, 지정된바에서이용가능합니다.

정확한선실요금을확인하고자하시는경우,
출발일, 승선지(항구), 인원수(자녀동반시생년월일기재필수), 선실타입, 선실개수를기재하여 inquiry@msccrusies.co.kr로문의주시기바랍니다.

http://www.msccruises.co.kr/WebForm/Cruise-Ships/MSC-Bellissima.aspx
mailto:inquiry@msccrusies.co.kr


2022년11/21, 11/28, 12/5, 12/12, 12/19*, 12/26*

2023년1/2*, 1/9, 1/16, 1/23, 1/30, 2/6*, 2/13*, 2/20*, 2/27*, 3/6*, 3/13*, 3/20*

2022-2023 동계서부지중해크루즈프로모션

요일 국가 기항지 도착 출발

월
이탈리아

치비타베키아 (로마) - 17:00

화 팔레르모 09:00 16:00

수 몰타 발레타 09:00 17:00

목 - 해상 - -

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09:00 18:00

토 프랑스 마르세유 (프로방스) 09:00 17:00

일
이탈리아

제노아 (포르토피노) 08:00 17:00

월 치비타베키아 (로마) 07:00 -

$ 999 부터~
발코니

$ 859 부터~

$ 709 부터~
내측

$ 569 부터~

선실료+항구세 선실료+항구세+드링크패키지

MSCGRANDIOSA | 18만톤급 선박 매주월요일 치비타베키아(로마) 출항 7박 8일☞선박 바로가기

선실료+항구세 선실료+항구세+드링크패키지

1) 상기요금은가장저렴한선실에대한 2인 1실기준, 1인요금입니다. (3,4인실요금은별도문의필요 / 1인이용시상기요금의 200% 적용)
2) 상기요금에는세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
3) 서비스차지(선상팁), 와이파이/스파패키지등의유료서비스, 미용실/카지노등의시설이용료, 기항지관광비용은상기요금에서제외됩니다.

- 서비스차지(선상팁) : 1인당 70유로 (7박기준)
- 와이파이: Browse 패키지 $62.09 / Browse & Stream 패키지 $93.17 (7박기준, 기기 1대연결시)

4) 별도의표시가있는날짜는다른날짜보다요금이인상됩니다.
5) 요금은예약시점선실판매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6) 드링크패키지에는하우스와인, 맥주, 칵테일, 소프트드링크, 과일주스, 생수, 따뜻한음료(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카페라떼, 차)가포함됩니다.

해당패키지는메인레스토랑, 뷔페, 지정된바에서이용가능합니다.

정확한선실요금을확인하고자하시는경우,
출발일, 승선지(항구), 인원수(자녀동반시생년월일기재필수), 선실타입, 선실개수를기재하여 inquiry@msccrusies.co.kr로문의주시기바랍니다.

http://www.msccruises.co.kr/WebForm/Cruise-Ships/MSC-Grandiosa.aspx
mailto:inquiry@msccrusi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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