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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날 (토요일): 탈린

탈린은 중세의 고요함과 현대 양식이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는 도

시입니다.  중세시대의 구시가지는 여름에는 많은 상점, 갤러리, 기

념품 시장, 야외 카페 및 레스토랑이 있는 탈린의 인기 장소입니다.  

구 시가지에서는 오래된 중세 도시의 벽과 툼페아 성, 돔 교회, 알렉

산더 넵스키 대성당, 중세시대의 시청 및 그레이트 길드 홀을 구경

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카드리오르그 공원과 북유럽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이자 고전 현대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KUMU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는 옵션 투어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저녁에는 

마이크라흐브 (Maikrahv) 레스토랑에서 중세 시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옵션 투어를 진행합니다.

8번째 날 (일요일): 탈린-헬싱키

이 날에는 라헤마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옵션 투어가 준비되어 있

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팔름세 저택(Palmse Manor), 폰 파흘렌 

가족 기념관 (von Pahlen) 그리고 사가디 저택(Sagadi Manor)을 

방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투어는 16세기 비훌라 저택(vihula 

Manor)과 보드카 박물관 방문으로 끝이 납니다. 점심 식사 후, 다

시 탈린으로 돌아가서 배를 타고 헬싱키로 이동을 합니다. 헬싱키에 

도착해서는, 글로 아트 호텔 (Hotel Glo Art)로 이동하여 체크인을 

합니다. (호텔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날 (월요일): 헬싱키

헬싱키는 서양문화와 동양문화의 교차점에 있으며, 녹색이 가득

한 핀란드의 수도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투어에

서는 항구들, 세네트 광장(원로원 광장), 루터란 대성당, 마네르헤

임 중심가, 국회의사당, 핀란드 홀 (Finlandia Hall), 시벨리우스 기

념비(Sibelius Monument) 그리고 템펠리아우키오 교회(암석 교

회)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수오멘린나 요새 옵션 투어

를 진행 합니다. 수오멘린나 요새는 섬에 위치해 있는 18세기 바다

요새처럼 건축이 시작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건축물입니다.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주요관광지가 

되었습니다. 

10번째 날 (화요일): 헬싱키-상트페테르부르크

오늘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하여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국경을 

넘어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비보르크 (Vyborg)에 도착합니다. 비

보르크 (Vyborg)에서 짧은 관광과 비보르크 성(Vyborg Castle)

에서 사진을 찍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늦은 오후에 우리는 상

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여 소코스 바실리옙스키 호텔(Hotel 

Sokos Vasilievsky) **** 에서 체크인을 할 것입니다. (호텔은 상

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날 (수요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박물관들과 황제들이 살던 궁전들이 있으며, 도시

를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네바 강과 운하들 때문에 “북쪽의 베

니스”라고도 불립니다. 아침 투어 에서는, 피터폴 요새, 겨울 궁

전, 성 이삭 성당, 피의 구세주 사원, 그리고 넵스키 수녀원을 비

롯한 도시의 세련됨과 화려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예

카테리나 궁전과 2차 세계 대전도중 버려졌다가 상트페테르부르

크의 300년 기념행사를 위해 복원된 호박방 이 있는 짜르스코예 

셀로를 방문할 수 있는 옵션 투어를 진행합니다. 저녁에는 흥미진

진한 러시아 민속 공연을 보고 러시아의 음식과 샴페인을 맛 볼 

수 있는 니콜라옙스키 궁전을 방문할 수 있는 옵션 투어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12 번째 날 (목요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침에는 표토르1세때의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는 페테르고

프를 방문 하실 수 있는 옵션 투어를 진행합니다. 페테르고프에서

는 커다란 궁전들, 분수들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을 보실 수 있습니

다. 오후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에르미타주 예술 박물관을 방문 

하 실 수 있는 옵션 투어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즐거움&

기쁨 (Pryanosti & Radosti) 레스토랑에서 러시아식 저녁을 드실 

수 있는 옵션 투어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13번째 날 (금요일): 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

이른 아침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운하 크루즈 옵션 투어가 준비되

어있습니다. 정오쯤에는 모스크바 기차역으로 향하여 삽산 고속기

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이동합니다. 기차는 볼가 강을 따라 끝없는 

러시아의 자연으로 안내합니다. 늦은 오후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호텔 파크 인 사두(Hotel Park Inn Sadu) **** 에 체크인 합니다. 

(호텔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번째 날 (토요일): 모스크바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어머니이자, 크렘린과 양파를 닮은 돔형 성당

들이 있는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인상적인 변화는 

모스크바를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도시 중 하나로 만들어놓

았습니다. 오전 투어에서는 도시의 대표 장소인, 성 바실리 성당이 

있는 붉은광장, 발쇼이 극장, 모스크바국립대학교가 있는 참새 언

덕 그리고 크렘린에 방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모스크바 지

하철의 역사적인 역들 과 유명한 아르바트 거리를 방문할 수 있는 

옵션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화이트 플로티아(White 

Flotilla)에서 모스크바 강을 따라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 야경 

옵션 투어가 진행됩니다. 

15 번째 날 (일요일): 모스크바

이 날은 세르게옙 파삿 (Sergiev Posad) 으로 가는 옵션 투어를 진

행합니다. 이곳에서는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원이자, 러시아 

정교회의 영적 중심지인 트로이체 세르기예프 수도원을 방문합니

다. 수도원은 라도네주의 성 세르지오 탄생 700년을 맞이하여 아

름답게 복원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러시아 전통 서커스 옵션 투어가 

준비되어있습니다.

16 번째 날 (월요일): 모스크바 출국

 공항으로 이동.

2인실 사용시 1인당 가격: 

10-11+1(사람 수, +1은 동행하는 통역사) 인당EUR 2405.00  

12-14+1, 인당 EUR 2200.00 

15-19+1, 인당EUR 1995.00 

20-24+1, 인당EUR 1795.00 

인당EUR 700.00 (싱글 서플먼트)

가격포함 : 도시중심에 위치한 4성급 호텔에서 15박; 15일 뷔페식; 

환영식 다과; 개인 환영 패키지; 그레이트 길드 홀(탈린), 올드 대학

(빌뉴스), 룬달레 성, 피터폴 요새(상트 페테르부르크), 템펠리아우

키오 교회, 암석교회 라고도 불린다(헬싱키) 그리고 크렘린(모스크

바) 입장료 ; 영어 투어 에스코트와 한국어 통역사 동행 서비스; 여

행 동안 1등급 버스 또는 미니밴 서비스; 탈린-헬싱키 교통비 (배); 

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 삽산 고속열차 교통비; 호텔과 기차역

에서 가방 옮겨주는 비용

옵션 : 옵션 투어,  호텔에서 하프보드(15 x 3 코스 저녁, 커피/차): 

EUR 445.00 

빌뉴스 – 리가 – 탈린 – 헬싱키 – 상트페테르부르크 – 모스크바
15박/16일

2019년 여행날짜:

30.06—15.07; 07.07—22.07; 14.07—

29.07; 21.07—05.08; 28.07—12.08; 

04.08—19.08; 11.08—26.08; 18.08—

02.09; 25.08—09.09; 01.09—16.09; 

08.09—23.09

프로그램:

1번째 날 (일요일): 빌뉴스 도착   

빌뉴스 도착, 호텔 라디손 블루 리에투바 (Hotel Radisson Blu Li-

etuva) 로 이동**** (호텔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체크

인, 환영식.

2번째 날 (월요일): 빌뉴스

빌뉴스는 1200개 이상의 중세 건물과 48개의 교회로 유명합니다. 

아침 관광 투어에는 도시의 파노라마 투어와 빌뉴스 성당, 게디미

나스 타워, 피터 앤 폴 교회, 성 앤 교회, 올드 대학교 와 새벽의 문

이 있는 구시가지 도보 관광이 포함됩니다. 오후에는 리투아니아의 

중세 수도인, 트라카이로 가는 옵션투어가 진행됩니다. 트라카이

에서는 갈베호수 (Galve Lake)에 있는 섬에 지어진 트라카이 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벨몬타스(Belmontas) 레스토랑에서 

전통 저녁식사를 즐기실 수 있는 옵션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번째 날 (화요일): 빌뉴스-리가

리가로 이동하는 길에, 우리는 리투아니아 카톨릭의 성지 중 하나

인 십자가 언덕에 들립니다. 라트비아에 도착한 후에는, 라트비아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 건축물이자, ‘라트비아의 베르사유’라고 불

리는 룬달레 성에 도착합니다. 룬달레 성을 둘러본 후, 다시 계속해

서 리가로 이동합니다. 늦은 오후에 머큐어 리가 호텔 (Hotel Mer-

cure Riga)에 체크인 합니다. (호텔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습니다.)

4번째 날 (수요일): 리가

1201년 독일 주교 알버트에 의해 설립된 리가는 발트해 수도 3곳 

중 제일 큰 도시이며 다양한 건축 스타일을 자랑한다. 구시가지에

서 도보로 진행되는 투어에서는 리가 성, 돔 성당, 성 베드로 교회, 

스웨덴 문, 삼 형제, 그리고 크고 작은 자유 기념상을 보실 수 있습

니다. 오후에는 목조 건축물과 모래 사장으로 유명한 유르말라 옵

션 투어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저녁에는 돔 성당에서 오르간 공연을 

볼 수 있는 옵션 투어가 진행됩니다.  

5번째 날 (목요일): 리가

리가를 둘러본 후에는 중세 라트비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에는 가우야(Gauja) 국립 공원과 시굴다(Sigulda) 마을을 둘러 볼 

수 있는 옵션 투어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중세 라트비아의 

투리아다의 장미 전설과 페허 된 성공회 성과 성기사단의 성을 보

고 다시 리가로 돌아옵니다. 오후에는 18세기 생활을 볼 수 있는 민

속 야외 박물관 옵션 투어가 진행 됩니다. 저녁에는 포레스트 레스

토랑(Restaurant Forest) 에서 저녁식사 하 실 수 있는 옵션 투어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번째 날 (금요일): 리가-탈린

투어는 해안 고속도를 따라 에스토니아의 파르누(Parnu) 여름 휴

양지까지 계속됩니다. 파르누에서 짧은 구경 시간을 가지고, 계속 

에스토니아의 삼림지대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른 오후에

는 탈린에 도착하여, 호텔 래디슨 블루 올림피아(Hotel Radisson 

Blu Olympia) 에 체크인 합니다. (호텔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 핀란드- 러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