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선을 
환영합니다!

MS Finlandia(MS 핀란디아)에 탑승하여 즐
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유

용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Helsinki Länsiterminali(헬싱키 서부 항구) 2층에서 Eckerö Line 
로고가 붙은 카운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Tallinn(탈린) A 터미
널에는 1층에 카운터가 있습니다. 체크인 담당자에게 여권/신분증
과 예약번호/바우처를 제시하면 탑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권을 소지하고 출발 1시간 전에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여 대기 구
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Helsinki(헬싱키)에서는 대기 구역이
체크인 카운터와 같은 층에 있고, Tallinn(탈린)에는 대기 구역이
한층 위에 있습니다. 체크인은 출발 30분 전에 마감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터미널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제 탑승하세요!
탑승이 시작되면 대기 구역에서 배로 
이동하세요. 제6 갑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선을 환영합니다!

안내 데스크
제6 갑판의 안내 데스크에서는 배와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예: Tallinn(탈린)과 Helsinki(헬싱키)의 도시 지도). 또한,
여기서 선실을 구매하면 탑승 시 개인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는 몇 가지 잡지와 청량음료, 담배도 판매합니다 
(하지만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예, 간식도 판매합니다. 

터미널에서 배까
지 걷는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늦

지 마세요! 





선내 화장실 
제7, 8, 9 갑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배 안내도는 모든 층의 계단 옆에 있습니다.

달팽이와 거북이는 
왜 느릴까요? – 등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을 덜어내세요!

탑승 좌석
자유롭게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야외 갑판에 약 450석의 자리가  
제공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Eckerö 뷔페
와 콘퍼런스 센터 및 라운지를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만 맛있는 음식이나 
간식, 음료가 제공됩니다. 

수화물
항해 중에 필요하지 않은 수화물이 있다
면 제6 갑판의 수화물실이나 제6 및 7 갑
판의 수화물 로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 
있지만 비어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합석할 수 있는지 정
중하게 물어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즈니스 라운지
안내 데스크 옆에는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습니다. 20유로를 내면 
라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좌석에 앉아서 빠른 
무선 인터넷, 과일,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 음료(차, 커피, 주스,  
청량음료, 맥주, 와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금을 낸 후에는  
항해 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라운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라운지에서 
무선 인터넷과 
커피를 즐기세

요! 



오늘 스타가 되
어 보세요!   



이제 즐길 시간입니다!
제8 및 9 갑판에 있는 Bar Nosturi에서 라이브 뮤직을 즐길 수 있
습니다. 제8 갑판에는 Pub Telakka가 있고, 여름에는 제9 갑판에 
Bar Laituri가 문을 엽니다. 크루즈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하고 함께 참여하세요!



우리 배에
서 제공하는 스

파클링 와인으로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음료
제8 갑판에 있는 여러 바에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제9 갑판에도 바를 엽니다. 
샴페인을 마시려면 Bar Naissaar로 향하세요. 위스키와 코냑은 
Bar Jätkasaari에서 제공합니다. 펍에 간 기분을 느끼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소규모 양조장의 신제품을 즐기시려면 Pub Telakka
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모두 제8 갑판에 있습니다.
  
커피와 차
제8 갑판에 있는 Satama 카페테리아에서  
최상의 커피와 차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샌드위치와 간식, 따뜻한 식사도  
제공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새우  
샌드위치도 있습니다! 한 번 드셔 보세요!

물론,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카페에서는 차가운 요리와 뜨거운 요리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간단한 식사와 정식 모두 가능합니다. 배의 메인 레스토랑인  
Buffet Eckerö는 제8 갑판에 있는 고급 뷔페 레스토랑으로,  
아침과 점심, 저녁에 최상의 핀란드식 요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바다에서 진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호화롭게 차려진 차갑고 뜨거운 뷔페 요리가 제공되고, 
Baltic Sea(발트해)와 핀란드 산림, 들판, 정원에서 나는 별미가 있
습니다. 언제나 신선하고 맛 좋은 요리만 제공합니다! 뷔페 가격에
는 청량음료, 커피, 차, 주스, 맥주, 레드/화이트 와인도 포함됩니
다. 메뉴와 요금을 확인해 보세요!

다른 뷔페와 마
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드실 수 있습니
다!(얼마든지 드셔

도 됩니다.) 



쇼핑 
예, 쇼핑이야말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6 갑판의  
Eckerö Market에서 판매하는 신상품 및 기존 해외 브랜드 향수와 
화장품을 확인해 보세요. Lumene와 같은 핀란드 브랜드도 판매
합니다. 다양한 사탕류, 초콜릿, 음료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Estonia (에스토니아)의 지역 음식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제8 갑판의 팝업 샵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장신구와 액세서리  
등은 완벽한 선물과 기념품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사람들보
다는 여러분에게 더 

선물이 필요하지 
않나요? 



야외 
배의 상부 갑판인 제9 갑판은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여름에는 제9 갑판에 바도 열립니다. Baltic sea(발트해)의 진짜
공기를 마셔 보세요!

Helsinki(헬싱
키)나 Tallinn(탈린)

의 사진을 찍고 싶다면 
항구에 도착하기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어른들도  

편해집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제8 갑판에 있는 카페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제6 갑판에 있는 콘퍼런스 
센터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꾸며집니다.



차량 운반 
차량을 선적해야 할 경우,  
출발 1시간 30분 전에 항구에  
도착해야 합니다. 먼저 교통  
표지판을 따라 체크인한 후에는  
육지와 배의 교통 관제소 지시를  
따릅니다. 항해 중에는 차량에  
머물거나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행운을 시험하기 
이 배에는 카지노가 없지만, 제8 갑판의 Pub Telakka와  
Bar Nosturi 옆에 신나는 슬롯 머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은 건
강에 좋지 않습니

다!

천천히 이동
하세요. 제임스 

본드처럼 배에 들
어갈 필요는 없습

니다! 

흡연
우리 배(객실 및 화장실 포함)는 금연 구역입
니다. 흡연은 지정된 구역의 야외에서만 허용
됩니다. 담배는 제6 갑판의 안내 데스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선
목적지에서 하선하기는 쉽습니다. 
탑승할 때 사용했던 제6 갑판에서 하선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알려줄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하선할 수 있게 되면 다시 한 번 안내합니다.

활짝 웃으며 공
기를 마시세요. 이
제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 도착했습

니다! 

Kiitos, aitähh! 
Eckerö 라인 지상 

및 선박팀 

감사합니다.
우리 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S Finlandia와의 여행이 즐거우셨기를 바랍
니다.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www.eckeroline.com/welcome-korea에서 
언제든 
MS FInlandia와 Eckerö Line에 대한 자세한 정
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