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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5일

사할린 어드벤쳐

1번째 날

한국어 가능 가이드와 공항에서 만남 

호텔로 이동 중 간단한 환영 브리핑.

호텔 체크인

러시아 전통 음식점에서 저녁식사, 민속 프로그램

2번째 날 

호텔에서 아침식사 

09.00-유즈노 사할린스크 주요 관광지 투어+ 지역 박

물관 방문- 사할린과 쿠릴의 자연과 문화유산. 러시

아«Russian»산 꼭대기로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 산의 

높이는 600미터이다. 이곳은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

람들에게는 최고의 휴양지이다. 또 산에는 유명한 스키 리

조트가 있다. 산 꼭대기 전망대에서는 아름다운 도시의 모

습을 관찰할 수 있다. 

13.00 –시내에서 점심식사(한식)

코르사코프(KORSAKOV)-1853년 지어진 항구도시

15.00-코르사코프로 출발

15.30 –야외 도시 관광, “뿌리 뽑힌 가정” 기념비 방문. 이 

기념비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후 일본이나 한국으로 본

국 송한을 거부 당한 사할린에 있는 43000명의 잊혀진 

한국인들에게 헌정된 기념비이다. 

17.30-다시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동. 한식 저녁식사-쇼 

프로그램- 러시아 악기(발랄라이카 또는 아코디언) 연주

3번째 날

호텔에서 아침식사

09.30 –베스토치(Vestochka) 로 이동. 30분 /12 km 버

스로 이동, 그후 도보로 20분.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미스터리한 

개구리 산«Frog» 방문. 가이드와 함께 산길 따라 이동. 

개구리 산은, 유즈노 사할린스크로부터 약 25키로미터 떨

어져있는 자연 광경 중 하나이다. 아이누 원주민들은 섬에

서 개구리 산이 영적 에너지 기능을 하는 신성한 장소라

고 믿는다. 

13.30-태평양 연안 쪽으로 이동, 가는길에 투나이차 강 

방문. 투나이차 “Tunaycha” 강은 사할린 섬에서 가장 크

고 아름다운 강들 중 하나이다.  

14.00-오호츠크 해안에 위치해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에 

도착. 스포츠 컴플렉스는 사할린 섬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

끗한 곳에 위치해있다.

수프와 물고기 요리 점심식사.

걸어서 물고기 산란지 와 물개 번식지로 이동. 이곳에서는 

많은 연어들과 물개들이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할

린 물개 는 성격이 순하고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남극 탐험의 시작점 관광, 걸어서 이동 

17.00-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동

19.00-호텔에서 저녁식사

4번째 날

호텔에서 아침식사

유즈노 사할린스크 화산.  –특별자연보호지역

유즈노 사할린스크로 이동, 한국 문화 센터 방문

-쇼핑, 기념품 가게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쇼 프로그램, 카라오케

5번째 날

호텔에서 아침식사

공항으로 이동

사할린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으로, 길이는948 km (589 mi) 이며, 넓이는25 에서 170 

km (16 에서 106 mi), 총 면적은72,492 km²(27,989 sq mi)이다. 사할린 섬의 3분의2가 

산지이고, 모든 섬이 나무로 덮여있다, 대부분 나무들이 침엽수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가 수도이며, 단 한 개의 국내선과 국제선 공항이 있다. 

인당 가격, in USD 

호텔 15+1 20+1

퍼시픽 플라자 호텔(Pacific Plaza Hotel)  
http://www.sakhalinpacificplaza.ru

1100 990

메가 팔라스 호텔(Mega Palace hotel)
https://www.megapalacehotel.ru

1110 1010

가격 포함:

• 호텔 숙박

• 프로그램내 에서 이동비

• 33인승 버스.

• 통역사/가이드

• 러시아 음악 앙상블-(2번째, 3번째 날 점심식사 때)

• 점심 도시락 –(4번째 날 화산 투어)

• 저녁식사 (1번째부터 4번째 날)

• 비포장 도로이동을 위한 미니버스

• 화산 이동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