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중 하나이자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구식 무기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에는 최고의 골동품 자동차, 군용장비, 무기, 항공
운송기 등이 수집된다.
저녁식사
Day 6(아침식사)
아침식사.
추가 투어 하루종일:
군사 스타일 휴가. 러시아 군사 사파리(모스크바에서 약
40km). 기갑 인원 운반 차, 오프로드 탱크, 슬라이드, 트렌
치, 물 장애물; 경험이 많은 사격 베테랑 지도 하에 세계 2차
대전에서 쓰였던 무기들 사격. 필드런치
추가투어에 따라 인당 200달러부터 비용.
MIG -29, L-29 그리고L-39 제트기 훈련기타기는 아드레날
린 중독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빠른 속도와 스릴! 특
별한 훈련이나 신체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자기의 희망
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제트기 항공은 모스크바지역에서 진
행되고, 몇 천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파일럿이 진
행한다.

다른 옵션: 별의 도시에서의 하루. 이곳에서는 방문이 가능
하다:
• 유리 가가린 우주 비행사 트레이닝 센터- 연구실, 실험실,
훈련 및 비행기지로 실제 우주비행을 위한 우주비행사들
을 훈련시킨다.
• 유리 가가리 우주비행사 박물관- 이곳에서는 무중력, 과
부하, 및 우주 무중력 과 같은 실제 우주비행 요소들을 시
뮬레이트 해 놓았다.
페인트볼 게임
군사 인테리어로 된 “Front line”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
•
군사 주제 관련 퀘스트 (옵션) 1,5시간. 그룹당 최대
8-10명. 퀘스트 주제 여러 개 있음. 그룹당 5000루블.
•
군복을 입고 포토 타임. 사립 포토 스튜디오.
Day 7(아침식사 )
아침식사
공항으로 이동

군사 유산 투어
모스크바 6박7일
Day 1 (저녁식사)
모스크바 도착.
가이드,기사와 만남. 호텔 체크인. 저녁식사.
Day 2 (아침식사, 점심식사)
모스크바 시티 투어(3,5-4 시간). 러시아 수도의 주요관광
지들 방문.
점심식사
점심식사 후 – 냉전 박물관으로 이동한다. 박물관은 역사에
서 우리가 흔히 냉전이라고 부르는 기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
다. 박물간에서는 50년대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최악조 에
이르렀을 때, 모두가 핵폭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
을 때의 시대를 보여준다. 박물관에서는 1951년 스탈린의 지
시 아래 지어진 핵폭탄 벙커를 볼 수 있다. 벙커는 메트로를
짓는 기술과 같은 기술로 지어졌고, 실제로 메트로는 벙커와
같은 터널을 공유하기도 한다.
Day 3(아침식사, 점심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후, 군대 중앙 박물관(Armed Forces Central
Museum) 방문을 한다. 박물관에서는 군대 역사를 볼 수 있
고, 80만개 이상의 군대 물품들이 전시되어있다. 박물관의
메인 홀에서는 1918-1922 내전에서 쓰였던, 미사일들과 무
기들을 볼 수 있다. . 세계 2차대전에 쓰였던 무기들(대포, 로
켓, 항공무기, 탱크 T-80, 미사일 시스템 C-300, 초음속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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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Su-84, 소련 로켓 CC-20등) 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점심식사
잠수함B -396 박물관 방문
Day 4(아침식사, 점심식사)
호텔에서 아침식사.
아침식사 후 모니노 공군 중앙 박물관 방문 예정. 모니노 공
군 중앙 박물관은 모스크바에서 약 38km 떨어져 있고, 모
스크바에서 가장 큰 항공 박물관이다. 많은 러시아 항공 디
자인 회사 (투폴례엡, 일류신, 안토노브, 미코얀 등) 들이 작
품들을 박물관에 기증을 했다. 작품들은 매우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실제로 모니노에 착륙한 상태 그대로 보존되
고 있다.
Day 5(아침식사, 점심식사)
호텔에서 아침식사
아침 식사 후, 1995년 5월 9일 에 문을 연 대조국 전쟁 박물
관을 방문한다, 승리공원의 지하에 위치해있고, 약 48000
제곱미터를 차지한다. 박물관은 입장 홀, 영광과 기억의 전
당, 그림 갤러리, 대조국 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전쟁에 나선
6 개의 디오라마, 2 개의 영화관, 참전 용사 회의 홀 및 전시
실로 구성됩니다.
점심식사
바짐 자도로쥐느이 기술 박물관– 유럽에서 가장 큰 사립박물

인당 가격USD
호텔 호텔 / 그룹당 인원/ 가격
홀리데이 인 수솁스키(Holiday Inn
Sushevsky) 4성급/ 또는 비슷한 호텔

가격 포함:
• 호텔 숙박비
• 프로그램 안에서의 식사비
• 프로그램 내에서의 모든 교통 이동비
• 한국어 가능 가이드 동행
• 모든 입장비
• 투어 리더는 무료

15+1

10+1

690

670

추가 비용:
• 추가 투어
• 가이드 와 교통수단 늦어짐 ( 프로그램보다 더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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