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12시 - 2시 30분
베스트 인기 추천

오후 12시 - 2시30분
하와이 인기 

이른아침 고래관람®과 아침식사

오전 8시45분 - 10시 45분
겨울시즌 “ 꼭 해야하는” 

이른아침 고래 관람®

오전 8시45분 - 10시 45분
하와이 에코투어 

고래 관람 보장 : 고래를 보지 못한 경우
스타를 무료로 다시 타실 수 있습니다
(식사와 교통: 추가금액)

아동 무료 크루즈 : 성인 한명당
아동 한명 (3살 – 11살) 크루즈 무료

(식사와 교통: 추가금액)

혹등고래를 만나보세요!

고래시즌: 1월 2일 - 4월 5일, 2020년 알로하 타워 마켓플래이스, 피어8에서 매일 운행 교통편: 와이키키에서 15불   호텔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고래관람과 점심식사®

알로하 타워에서 승선
1500명 수용가능한 “더 스타”

두분의 선장께서
당신의 고래관람을 향상시켜줍니다

체험 교육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고래 액티비티

테이스트 오브 하와이 뷔페
로스트비프 카빙서비스와
코나 블렌드 커피 등등 

하와이 문화체험
레이 만들기, 훌라와 우쿠렐레 수업

케이키 (어린이)  프로그램
기념책자 증정

장엄한 혹등고래
고래관람 보장

프리미어 고래 관람®

더 스타 오브 호놀룰루®

하와이 유일의 A.D.A. (미국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선박

열정넘치는 크루
동물연구 자격증 보유

고래 갤러리와
다양한 고래 액티비티

하와이 문화 활동
레이 만들기, 훌라와 우쿠렐레 수업

케이키(어린이) 프로그램
기념책자 증정

18미터 높이의 관람 갑판
고래관람지점

더 스타 승선
다이아몬드 헤드를

지나쳐 항해하는 투어

선장의 브리핑을 듣고
고래를 찾아보세요！

18미터 관람 갑판
고래관람지점

따뜻한 아침 뷔페
코나블렌드 커피와 차 

오렌지 주스

사진 팁
빠른 셔터속도와

줌없이 세팅하세요

3가지 타입의 안전장치 장착
더 스타 승선

고래에 관해 배우기
동물학자의 설명을 통해

18미터 높이의
관람 갑판에서 즐겨보세요

숨막히게 아름다운 해안선 전망을
숨내뿜기

멋진 혹등고래의

겨울시즌에 “꼭 해야하는”  친환경투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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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1 크루즈



야생 돌고래 관람과 비비큐

& 스노클®

오후12시 - 3시 일년내내 운영
지상낙원에서 완벽한 오후

바비큐 뷔페 점심 포함 

오전 9시30분 - 11시30분/ 
4월1일 – 12월31일

돌고래 파라다이스로의 여정 

바비큐 뷔페 점심 추가구매 

야생돌고래 관람과 비비큐®

겨울 고래 & 돌고래 관람 

오전 9시30분 - 11시30분/ 
1월2일 – 3월31일

고래와 돌고래를 보세요

바비큐 뷔페 점심 추가구매  

오아후에서 가장 큰 돌고래 크루즈
야생 돌고래를 만나보세요®!

지상낙원에서 일년내내 운영 와이아나에 보트 하버에서 매일운행 교통편: 와이키키에서 23불   호텔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핀스타® 
편안한 크루즈

파라다이스로의 여정 
매일 평균 50-70마리의

돌고래 목격

케이티(어린이) 프로그램 
교육적이고 상호적

직접 재료를 골라 만드는 
 오노 고메트 ('Ono Gourmet) 햄버거

시크릿 스노클링 지점 
하와이 경이로운 암초지대

최고의 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등등 완비

스노클링 후 음료서비스 
“블루 돌핀” 칵테일

돌핀 스타 승선® 
아름다운 와이아나에해안을 따라 항해

친절한 선장과 크루들과 함께 
잊을수 없는 경험

가장 많은 돌고래 엑티비티 제공  
만질수 있는 전시품 등등

바비큐 뷔페 점심 추가구매  
배에서 신선하게 구은 바비큐 뷔페 점심 

돌핀스타® 
두개의 파노라마식 갑판 

혹등고래
겨울에만 볼수 있는 

동물학자 자격증 보유 
전문가의 설명

바비큐 뷔페 점심 추가구매  
고급 재료들을 사용한  

자연 서식지에서 
하와이안 스피너 돌고래 관람 

바다의 곡예 
돌고래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모든 연령대를 위한 하와이안 돌핀 에코투어®

돌고래와 수영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배는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모든 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돌핀 스타® 서약

모든 크루즈  
아동 프로그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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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보장: 해양 포유 동물을 (1/2-
3/31) 보지 못한 경우 혹은 돌고래를 
(4/1-12/31) 보지 못한 경우 돌핀  
스타를 무료로 다시 타실 수 있습니다. 

아동 무료 크루즈: 
겨울 아동 무료 (1/2-3/31)
여름 아동 무료 (4/1-12/31)
성인 한명당 아동 한명 (3살-11살)  
크루즈 무료.  

점심, 교통, 스노클링 추가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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