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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제1일

02/07

(금)

인   천

블라디보스톡 SU5437

전용버스

TSR005

<아케안>

10:30

13:35

16:35

21:00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만남의장소 모임

※자세한 시간 및 모임장소는 출발전 다시 안내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출발[비행시간:약2시간소요]

●블라디보스톡국제공항 도착

●입국수속후 현지가이드미팅

▶블라디보스톡역으로 이동

●블라디보스톡역 출발[하바롭스크향발 열차/약11시간30분소요/약767Km]

석:현지식

(킹크랩)

열차내숙박(4인1실/침대)

제2일

02/08

(토)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전용버스

SU5652

전용버스

08:30

전일

21:40

23:20

●하바롭스크역 도착

조식후

※반야체험

-하바롭스크 향토박물관 관람

-아무르강변공원, 하바로프의 동상, 아무르스키동상

-콤소몰 광장, 성모승천성당

-명예광장, 전쟁기념비, 영원의 불꽃

-김알렉산드라 활동하던 건물, 보문사 건물터

-러시아정교회, 레닌광장, 주정부청사

-재래시장

●하바롭스크공항 출발[비행시간:약3시간40분 소요]

●이르쿠츠크공항 도착

●공항→호텔 이동

 투숙 및 휴식

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소: ANGARA HOTEL 혹은 동급

제3일

02/09

(일)

이르쿠츠크

알혼섬

우아직

&

도 보

전일

조식후

▶알혼섬 후지르마을 이동[약4~5시간소요]

●이르쿠츠크→우스찌아르다→바얀다이→옐란츼→사휴르따(MRS선착장)

→ (우아직)으로 후지르마을 이동

※알혼섬 이동중 눈덮인 광활한 시베리아벌판과 자작나무,소나무,전나무

숲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소: 알혼섬 전통가옥(니키타의 집 혹은 동급)

제4일

02/10

(월)

조식후

◆부르한 바위: “민족의 시원지” 부르한 바위에서 유래, 아시아대륙에 존

재하는 아홉 곳의 성소 중 한 곳이며, 칭기즈칸이 묻혔다는 전설의

바위입니다.

◆알혼섬 북부빙상투어(우아직 4륜구동차량으로 투어)

후지르마을에서 출발→사라예스끼 해변따라~

●뉴르간스크: 사자섬과 움직이는 악어바위

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겨울 시베리아횡단열차와 바이칼호수(알혼섬)기행 7일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이르쿠츠크,바이칼호수(알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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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프로그램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여행프로그램은 마중여행사(주)의 고유프로그램입니다.)

알혼섬

우아직

&

도 보

전일

  -작은 동굴속과 바위의 환상같은 고드름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삼형제 바위(사간후슌)

  -파도가 만들어 놓은 그림같은 얼음꽃밭을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하보이 곶: 알혼섬 최북단 말라예모래와 발쇼에모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서, 러시아어로 ‘송곳니’라 불리우는 하보이 바위에 환  

  상같은 고드름과 옥빛의 부서져 있는 얼음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후지르마을로 귀환 – 숙소도착

※일몰감상

숙소: 투숙 및 휴식
숙소: 알혼섬 전통가옥(니키타의 집 혹은 동급)

제5일

02/11

(화)

알혼섬

이르쿠츠크

우아직

전용버스

전일

조식후

▶후지르마을→알혼섬입구 우아직(4륜구동차량)이동[약40분소요]

▶사휴르따(MRS선착장)→이르쿠츠크 이동

◆이르쿠츠크 주립뮤지컬 극장 공연관람

       투숙 및 휴식

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소: ANGARA HOTEL 혹은 동급

제6일

02/12

(수)

이르쿠츠크

딸  찌

리스비안카

이르쿠츠크

전용버스 전일

23:00

조식후

▶호텔→딸찌로 이동

  -눈덮인 자작나무숲 걷기

◆딸찌민속박물관

  시베리아 지역의 목조 건출 구조물과 원주민들의 주거 형태를 재현해  

  놓은 야외 박물관

▶딸찌→리스비안카로 이동

◆바이칼호수학박물관

◆리스비안카 노천시장

  -바이칼호수 오물과 각종 토산품 판매

▶리스비안카→이르쿠츠크로 이동

●이르쿠츠크 시내관광

◆시베리아를 파리로 만든 문학의 요람 [데카브리스트 흔적-

  12월의혁명 단원] 전쟁과 평화의 실제모델 “데카브리스트 박물관”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베츠늬이아곤(영원의불), 키로프광장, 시청사

◆스파스카야교회, 폴란드 카톨릭성당 등

◆영화“제독의여인”의 실제 주인공 꼴착제독동상

◆이르쿠츠크의 대표적 건축물이자 데카브리스트들의 묘가 있는 

  즈나멘스키 수도원

◆통나무집마을 130번가: 19세기 후반에 이르쿠츠크 대화재로 소실 된

  전통가옥들을 고증에 의해 재현해 놓은 시내 중심가의 문화, 휴식공간

●공항도착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샤슬릭)

제7일

02/13

(목)

이르쿠츠크

하바롭스크

인  천

SU5653

SU5450

00:50

06:05

10:15

12:15

●이르쿠츠크공항 출발[비행시간:약3시간15분소요]

●하바롭스크공항 도착

수하물을 찾은후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이동

●하바롭스크공항 출발[비행시간:약3시간 소요]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감사합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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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쿠츠크 평균기온>

출발일 및

1인여행경비
2020년02월07일(금)~13일(목) 5박7일 \1,980,000

포함사항
항공료및TAX&유류할증료,TSR(시베리아횡단열차/4인1실기준),숙소(2인1실기준),식사(16식),전용버스,프로그램상입장

료,현지가이드,여행자보험(1억원)등 포함

불포함사항 ▶포함사항외 개인경비,숙소1인1실 사용 시 추가비용(\190,000/4박기준)

상품특전

▶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전문여행사

▶현지 법인여행사의 직영 한국사무소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바이칼 전문여행사

▶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 바이칼호수투어(트레킹) 송출인원 업계 1위

▶오랜현장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엄선된 행사프로그램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이르쿠츠크,바이칼 알혼섬-실속있는 프로그램

▶이르쿠츠크 「주립뮤지컬극장 공연관람」,「데카브리스트 박물관」,하바롭스크 「향토박물관」,

딸찌 「민속박물관」,바이칼호 「호수학박물관」

▶바이칼호수의 대표적인 생선 오믈과 보드카 시식, 매일 생수 1병씩 제공(이르쿠츠크는 바이칼생수)

▶전통러시아식 사우나 「반야체험」, 알혼섬 빙상투어시 「특별식(중식)」 블라디보스톡「킹크랩」,

러시아 전통음식 「샤슬릭+보드카시식」 제공

REMARK

※예약금(1인당/\600,000)입금순 마감합니다.

※입금계좌:[국민은행 558801-04-009945 마중여행사(주)]

※본 상품은 현금 우선 결제 상품입니다.

※잔액은 출발20일전 입금 부탁드립니다.

※여권 앞장(사진부분 면)복사하여, 전화번호, 주소, e-mail 기입 후 FAX(02-730-7911)전송 부탁드립니다.

※여권 앞장(여권유효기간 출발일 기준 최소 6개월이상)

문  의:02-730-2270  담당:조성수(Seancho86@nate.com) / 총괄 김창원 본부장(kimcwman@naver.com)

홈페이지:마중여행사(주)  [ www.majung.net ] 빠른답변:010-3351-6738  김창원 본부장

※SU(아에로플로트 러시아항공)은 선입금으로 발권후 이름변경 및 환불불가합니다.

※TSR(시베리아횡단열차) 발권후 이름변경 및 환불불가합니다.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발기준:최소출발인원 20명이상 행사진행

평균/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 -17.9 -14.6 -6.5 2.5 10.2 15.4 18.2 15.8 9.1 1.7 -7.7 -15.4

강수량   mm 14 7 12 18 35 75 113 93 51 22 20 17

적설량   cm 26 30 21 7 4 0 0 0 5 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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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일부비용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제5조(특약)적용됩니다. 취소시,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니다.

▣ 취소 규정
[하단 취소료규정은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5조(특약)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입니다.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자의 취소취소 요청시
* 여행 개시 4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45~30일전까지‘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TSR취소료+SU취소료
* 여행 개시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TSR취소료+SU취소료
* 여행 개시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TSR취소료+SU취소료
* 여행 개시  9~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TSR취소료+SU취소료
* 여행 개시  7~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35% 배상+TSR취소료+SU취소료
* 여행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TSR취소료+SU취소료
●당사의 여행취소 요청시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➀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➁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30%
다.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50%
※단, 전세기,특정항공,열차,입장권 등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SR(시베리아횡단열차) NameChange 및 발권후 환불 불가합니다.
◆천재지변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3-14조에 의거, 아래의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합의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 기관의 연발착으로 여행일정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약관에 의거 일정변경에 의한 추가비용의 발생 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 기상상황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현지 추가비용(숙박, 식사, 항공등...) 발생 시 현지 원가로 본인이 지불하게됨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여행일정상의 차질에 대해서는 본사 및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취소규정] ※일반약관에 준합니다.
◼상기 취소 규정중 공휴일및업무시간외 오후6시(18시)이후 취소시 다음날로 취소됨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행자 또는 당사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주의사항

※본 일정은 항공사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항공요금 및 급격한 환율변동및 유가할증료 변동. 현지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시 현지호텔은 2인1실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독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싱글비용이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