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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ity EDGE. A NEW VISION.
셀러브리티 엣지호가 

2018년 12월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셀러브리티 엣지호, 새로운 세상과의 조우 

셀러브리티 엣지호는 셀러브리티 크루즈가 새롭게 선보이는 엣지 클래스 EDGE CLASS의 첫 번째 크루즈 선입니다. 

관습을 깨고 바다와 세상을 돋보이게 하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선보이며 크루즈 여행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엣지호는 네이트 버커스 NATE BERKUS, 켈리 호픈 KELLY HOPPEN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크루즈 선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마법 양탄자 같은 매직 카펫 MAGIC CARPET, 즐거운 게임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선상 공원 루프트탑 가든 ROOFTOP GARDEN, 

혁신적이고 신비로운 최첨단 공간 에덴 EDEN,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스마트 선실까지, 

셀러브리티 엣지호가 여러분을 크루즈 여행의 아름다운 미래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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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129,500톤   처녀취항 2018년 12월   총탑승객 2,918명   총승무원 1,320명  

전장/전폭 306M/39M   객실수 1,467개   층수 14층   최고속도 22노트 

셀러브리티 엣지호 제원 



Accommodations
선실

셀러브리티 엣지호의 선실은 럭셔리한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켈리 호픈 KELLY HOPPEN의 철학이 담긴 지구상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도시적인 감각의 선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크루즈 최초 킹사이즈 베드는 물론, 인피니티 발코니, 

복층 빌라, 스위트, 싱글 선실 등 더욱 다양해진 옵션은 

여러분의 휴가를 보다 더 만족시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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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de Stateroom with Infinite Veranda
엣지 인피니티 발코니 

엣지호 선실 디자인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인피니티 발코니 선실일 것입니다. 버튼 하나로 객실과 베란다, 

실내와 실외의 경계가 사라지고 바다와 객실이 하나가 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태어납니다. 

또한, 엣지호의 객실은 최신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선실로 살스티스 클래스 객실에 비해 

23% 이상 커진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합니다.

Bri l l iant  innovat ion gives you 
open air  access to 

the sea whenever you wish.

언제나 신선한 바다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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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ic Suite
아이코닉 스위트  

아이코닉 스위트는 엣지호 선실 중 가장 럭셔리하고 넓은 공간(약 70평)의 선실입니다. 엣지호 최고 층에 위치하여 

탁 트인 파노라마 전경을 만끽할 수 있으며, 2개의 침실과 욕실, 넓은 발코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자쿠지 욕조와 스타일리쉬한 가구들, 더블 썬베드가 비치되어 있어 

더욱 럭셔리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For the ul t imate in luxury  
and indulgence,  there’s no  

other  way to go than Iconic.

최고의 럭셔리를 추구하는

아이코닉 스위트



 

 

Edge Villa
엣지 빌라 

엣지 빌라는 셀러브리티 최초로 도입된 복층 구조의 럭셔리한 레지던스 컨셉의 선실로

실내와 실외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화려하고 여유로운 공간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개의 침실, 2개의 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객실입니다.  

Unique design seamlessly  
b lends indoor and  

outdoor l iv ing.

실내와 실외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독특한 디자인

7



 

Magic Carpet 
매직 카펫  

셀러브리티 크루즈 엣지호의 하이라이트, 매직 카펫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13개층을 오르내리는 해상 플랫폼으로 

공학기술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먼 곳에서도 엣지호의 멋진 자태를 돋보이게 해 주며, 

플랫폼이 위치하는 층에 따라서 새롭고 흥미로운 장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식사와 음료를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엣지호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An outward-facing sanctuary  
that  t ransforms into  
four  excit ing venues.

4가지의 흥미로운 공간으로 변신하는 

매력적인 안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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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top Garden 
루프트탑 가든  

엣지호의 가장 평온한 공간 중 하나인 루프트탑 가든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동심이 되살아나 듯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루프트탑 가든에 마련된 안락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이야기 속에 

푹 빠져 보기도 하고, 드넓은 바다를 보며 상큼한 칵테일을 즐겨 보세요. 일몰 후 퓨전 요리와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TASTE OF FILM’은 여러분의 미각과 상상력을 자극할 것입니다. 라이브 밴드의 음악에 맞춰 밤새 춤을 추거나, 

안락한 라운지에 기대어 바다 위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을 감상해 보세요. 

Designed to awaken  
the inner  chi ld in  a l l  of  us.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동심을 유발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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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ort Deck & Solarium 
리조트덱 & 솔라리움 

리조트덱은 바다 위 다른 어떤 야외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곳으로 루프트탑 가든, 성인 전용의 솔라리움 수영장, 테라스식의 

야외 수영장이 위치해 있으며 바다를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리조트덱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인 

솔라리움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던 럭셔리 스타일의 풀장입니다. 아름다운 색감과 바다의 움직임을 

표현한 3D 아트 월, 바닥에서 천장까지 확 트인 전망은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합니다. 

The perfect  p lace to restore  
your tan—and your sanity

당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완벽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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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n
에덴

CHILLFUL. PLAYFUL. SINFUL.

바다를 향해 설계된 에덴의 건축학적 디자인은 

상쾌한 아침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오후, 

그리고 매혹적인 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충족시켜줍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침 햇살과 함께 에덴이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에덴 카페에서 다양한 음료와 캐주얼한 아침 식사를 

즐겨 보세요. 밝고 바람이 잘 통하는 3층 높이의 창문을 통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오후의 에덴은 활기가 가득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요리 클래스에 참여하고, 와인 시음과 세미나를 통해 

와인에 대한 견문을 넓혀 보세요.

어둠이 내린 밤의 에덴은 모든 에너지가 모인 

마법의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에덴 레스토랑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요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Three stor ies of  windows 
offer  stunning v iews 

that  connect  you to the sea.

3층 높이의 유리를 통해 바다를 

더욱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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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class restaurants that open your world
미각을 깨우는 월드 클래스 다이닝 

셀러브리티 엣지호의 다이닝은 새로운 세상과의 조우라는 엣지호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해하는 전세계 여행지에서 영감을 얻은 맛과 향미를 엄선하여 최고의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29개의 카페, 바 그리고 라운지에서 미슐랭 선정 셰프가 선보이는 월드 클래스 다이닝. 

셀러브리지 엣지호는 여러분께 바다 위 최고의 다이닝을 선사합니다. 

각기 다른 독특한 인테리어와 분위기, 풀코스 다이닝 메뉴를 선보이는 4개의 메인 레스토랑에서부터 

정통 이탈리안, 해산물, 스테이크 하우스 등 한층 업스케일 된 수준 높은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스페셜티 레스토랑까지. 

셀러브리티 엣지만의 세련되고 다양한 맛의 향연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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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otal restaurants, cafés, 

bars, and lounges

4 
Main dining 
restaurants

2 
Exclusive Suite Class & 
AquaClass® restaurants

7 
New specialty 

restaurants

5 
Complimentary 
dining venues

11 
Bars & lounges



 

Cosmopolitan Restaurant 
코스모폴리탄 레스토랑 

셀러브리티의 메인 다이닝 서비스와 메뉴는 전세계의 고객들이 셀러브리티 크루즈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코스모폴리탄 레스토랑은 이러한 셀러브리티의 수준 높은 다이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셀러브리티 메인 다이닝의 혁신을 이끄는 차세대 레스토랑입니다. 세계인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는 

새로운 아메리칸 스타일의 요리와 함께 엄선된 와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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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can Restaurant
투스칸 레스토랑 

이탈리아 패션과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레스토랑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진정한 셀러브리티 다이닝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통 남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받은 

최고의 이탈리아 요리를 맛보실 수 있으며, 소박한 접시에 담긴 이탈리아 스타일의 홈메이드 파스타를 맛보는 순간 

마치 남부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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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rus Restaurant 
사이프러스 레스토랑 

그리스 헤리티지를 표방하는 사이프러스 레스토랑은 지중해 음식을 대표로 하는 멋진 분위기의 레스토랑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가 함께 디자인 하였습니다. 

사이프러스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메뉴의 주 재료는 해산물로 심플하고 건강한 

지중해 지역의 대표 음식과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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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ndie Restaurant
노르망디 레스토랑 

노르망디 레스토랑은 무라노 스페셜티 레스토랑과 함께 셀러브리티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고급스러운 모던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프렌치 정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파리에서의 봄날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가 돋보이며 

유럽 지역에서 생산된 훌륭한 와인 및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최상의 프렌치 정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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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Cut Steakhouse  
파인 컷 스테이크하우스  

예술로 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인 컷 스테이크하우스는 루비, 앰버 등 화려한 보석과 골드로 디자인 된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간에서 고급스러운 다이닝을 경험할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매력적인 공간에서 최상급의 스테이크, 신선한 프리미엄 해산물로 이루어진 

다양한 셀렉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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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Grand Bistro
르 그란데 비스트로 

클래식한 분위기의 작은 프랑스 식당에서 영감을 받은 르 그란데 비스트로는 북적거리는 프랑스 제과점을 떠오르게 하는 

즐거운 공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기 다른 분위기에 맞춰 바다가 보이는 창가부터 복도에 위치한 테이블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언제나 새로운 다이닝 경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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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etit Chef Experience
르 쁘띠 셰프 

르 그란데 비스트로에서 테이블메이션 스튜디오와 스컬맵핑사의 혁신적인 기술로 태어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르 쁘띠 셰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찬 테이블 위에 나타나 각 코스의 음식이 나오기 전,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드립니다. 다이닝과 엔터테인먼트를 함께 즐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멋진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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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on Five
로우 온 파이브 

로우 온 파이브는 가공되지 않은 흙과 진주와 같은 자연의 색과 질감을 세련되게 활용하여 디자인 된 수준 높은 레스토랑입니다. 

입구에 싱싱한 굴, 게, 바닷가재가 진열된 바가 마련되어, 드시고 싶은 메뉴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우 온 파이브의 요리는 매직 카펫이 5층에 위치할 때 주문하여 드실 수 있으며, 슈림프 샐러드, 랍스터 롤과 같은 

가벼운 음식은 물론, 전문 셰프가 선보이는 고급 스시와 사시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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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 on EDGE 
스파 온 엣지 

웰빙에서 아름다움, 피트니스까지 셀러브리티 엣지 스파는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다양한 최첨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휴가 속 또 다른 휴가를 맛보는 

진정한 재충전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켈리 호픈이 참여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럭셔리한 인테리어는 더욱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자연 중심 접근 방식의 혁신적인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최고의 스파를 바다 위에서 경험하세요.  

SEA Thermal Suite   
씨 더말 스위트 

씨 더말 스위트는 SEA(SEA, EARTH, AIR)를 주제로 8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의 피로를 풀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5개의 사우나 - 터키식 사우나, 

크리스탈 사우나, 소금 사우나, 스팀 사우나, 적외선 사우나와 물의 수압과 온도를 조절하며 

마사지할 수 있는 레인 폴 워터 테라피 룸, 사우나 후 쉴 수 있는 공간인 플로트 룸과 

온열 침대가 마련된 라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쿠아 클래스 선실 고객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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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자 

2018 12/9 

2019   1/6, 1/20, 2/3, 2/17, 3/3, 3/31, 4/14, 11/24, 12/8, 

12/22

2020 1/5, 1/19, 2/2, 2/16, 3/1, 3/15, 3/29, 4/12 

출발일자 

2018 12/16, 12/30 

2019   1/13, 1/27, 2/10, 2/24, 3/10, 3/24, 4/7, 4/21, 12/1, 

12/15, 12/29

2020 1/12, 1/26, 2/9, 2/23. 3/8, 3/2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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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bbean 
카리브해

서부 카리브해 
크루즈 8일

동부 카리브해 
크루즈 8일

푸에르토 코스타마야

코주멜

포트로더데일

조지타운

키웨스트

플로리다

그랜드케이먼
멕시코

산후안

포트로더데일

필립스버그

토르톨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인트마틴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

	일차	 일정	

 1 포트로더데일, 플로리다   

 2 키웨스트, 플로리다주   

 3 해상   

 4 푸에르토 코스타마야, 멕시코

 5 코주멜, 멕시코    

 6 조지타운, 그랜드케이먼  

 7 해상   

 8 포트로더데일, 플로리다

	일차	 일정	

 1 포트로더데일, 플로리다   

 2 해상   

 3 산후안, 푸에르토리코   

 4 토르톨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5 필립스버그, 세인트마틴   

 6 해상   

 7 해상

 8 포트로더데일, 플로리다주

Celebrity EDGE Itinerary 
셀러브리티 엣지 대표일정 

셀러브리티 엣지호는 2018년 12월 미국 포트로더데일을 떠나 

크루즈 여행의 메카, 카리브해로 출항을 시작합니다. 

2018년 12월 첫 출항을 시작으로 2019년 4월까지 

동부와 서부 카리브해 일정을 운항하게 되며, 

2019년 5월부터 로마와 바로셀로나를 모항으로 

아름다운 지중해 일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지중해의 재발견, 엣지호와 함께 떠나 보세요. 



*출발일에 따라 항구와 운항 순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발일자 

2019 6/15, 6/29, 7/13, 7/27  

출발일자 

2019 6/22, 7/6, 7/2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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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erranean
지중해

이탈리아&프랑스&모나코&스페인 
크루즈 8일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크루즈 8일

팔마데마욜카

스페인

몬테카를로

칸
플로렌스

나폴리

로마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프랑스

모나코

바르셀로나

플로렌스니스

프랑스

프로방스

로마

발렌시아

이비자

이탈리아
스페인

	일차	 일정	

 1 로마(치비타베키아), 이탈리아   

 2 나폴리/카프리, 이탈리아   

 3 해상   

 4 플로렌스/피사(리보르노), 이탈리아   

 5 몬테카를로, 모나코   

 6 칸, 프랑스   

 7 팔마데마욜카, 스페인

 8 바르셀로나, 스페인

	일차	 일정	

 1 바르셀로나, 스페인   

 2 발렌시아, 스페인   

 3 이비자, 스페인   

 4 해상   

 5 프로방스(마르세유), 프랑스   

 6 니스(빌프랑쉐), 프랑스   

 7 플로렌스/피사(라스페치아), 이탈리아

 8 로마(치비타베키아), 이탈리아

출발일자 

2019 5/25, 8/19, 9/9, 9/30, 10/21 

아말피해안&그리스섬 
크루즈 12일 

로마

산토리니

나우플리온

미코노스

아테네

카타니아

나폴리

발레타

카타콜론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

	일차	 일정	

 1 로마(치비타베키아), 이탈리아   

 2 카타니아, 시칠리아, 이탈리아   

 3 발레타, 몰타   

 4 해상   

 5 산토리니, 그리스   

 6 아테네(피레우스), 그리스   

 7 미코노스, 그리스

 8 나우플리온, 그리스

 9 카타콜론, 그리스

 10 해상 

 11 나폴리/카프리, 이탈리아 

 12 로마(치비타베키아), 이탈리아

출발일자 

2019 6/5, 8/30, 9/20, 10/11

이탈리아&스페인&모나코 
크루즈 11일

팔마데마욜카

몬테카를로 플로렌스

산타 마가리타

나폴리

로마바르셀로나

이탈리아

스페인

모나코

	일차	 일정	

 1 로마(치비타베키아), 이탈리아

 2 나폴리/카프리, 이탈리아

 3 해상

 4 팔마데마욜카, 스페인

 5 바르셀로나, 스페인

 6 바르셀로나, 스페인

 7 해상

 8 몬테카를로, 모나코 

 9 산타 마가리타, 이탈리아  

 10 플로렌스/피사(라스페치아), 이탈리아

 11 로마(치비타베키아), 이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