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는 세계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호수이며, 가장 큰 민물 호수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맑은 호수 중 하나이며, 약 2500만년 전 생성되었다. 바이칼 호는 전세계 자연 민물의 20% 그리
고 러시아의 90%를 포함하고 있다. 바이칼 호는 “동식물의 창고”라고도 불린다. 바이칼 호에는
3000여 종의 동식물이 사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이 호수에만 사는 고유종이다.

루트: (이르쿠츠크 – 리스트뱐카 – 알혼 - 이르쿠츠크), 7박8일
투어 기간: 5월 – 10월
1번째 날.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도착
공항에서 가이드와 만남
호텔로 이동, 체크인, 점심식사
호텔에서 저녁식사
호텔에서 휴식
2번째 날. 바이칼 기차여행
호텔에서 아침식사
기차역으로 이동
바이칼 기차 여행
점심식사
리스트뱐카 도착
호텔로 이동
저녁식사
호텔에서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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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날. 알혼섬
호텔에서 아침식사
이동: 이르크추크 – 알혼섬 (바이칼 호에서 가장 큰 섬)
이동하면서 점심식사
우스트 오르다 민속 박물관, 민속쇼, 무속 예식 방문
배 타고 선착장에서 알혼섬으로 이동
SUV를 타고 후지르로 이동
호텔에서 저녁식사
호텔에서 휴식
4번째 날. 하보이 투어
호텔에서 아침식사
하보이 투어, 하보이 곶 —
알혼섬의 가장 북쪽,
전설에 가려져있는 섬의 천연 기념물.
하보이에서 피크닉, 가격에 포함됨

후지르 도착- 마을이자, 알혼섬의 수도
호텔에서 저녁식사

130지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호텔로 이동, 휴식

5번째 날. 갈매기 섬 투어
호텔에서 아침 식사
알혼섬에서 자유시간
저녁 갈매기 섬 투어, 2시간
호텔에서 저녁식사
호텔에서 휴식

7 번째 날. 리스트뱐카
호텔에서 아침식사
이르쿠츠크에서 약 50km 떨어진 목조 딸찌 박물관 방문
(Музей «Тальцы»)
점심식사
바이칼 박물관 방문
케이블카를 타고 리스트뱐카에서 가장 높은곳인 –체르스카
바 픽으로 이동
이르쿠츠크로 이동
저녁식사
호텔로 이동, 휴식

6번째 날. 이르쿠츠크로 이동
호텔에서 아침식사
후지르-파롬: SUV로 이동
알혼섬 – 선착장: 배타고 이동
이동하면서 점심식사
이르쿠츠크 도착
130 지구 (130 квартал) 에서 쇼핑

8번째 날. 이르쿠츠크에서 출국
호텔에서 아침식사
공항으로 이동
이르쿠츠크에서 출국

2인실 사용시 1인당 요금, USD:
(+1 은 동행 가이드)
10+1

15+1

20+1

25+1

30+1

1080

980

900

866

820

가격 포함:
-이르쿠츠크 앙가라 호텔(3성급) «Ангара 3*»
-알혼 섬 숙박 ‘알혼스끼’«Ольхонский»
-1일 3식 (아침 점심 저녁)
-교통 (버스 메르세데스 스프린터(Mercedes Sprinter), 기

아 그랜드버드(KIA Grandberd) 또는 비슷한 차종
-한국어 가능한 가이드
-박물관 입장비
-매일 생수 (0.5리터) 하나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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