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서울-야쿠츠크
화요일
서울- 야쿠츠크R3 506항공편 이용
얼음왕국(Царство вечной мерзлоты)으로 이동
얼음잔 시음
얼음왕국 «Царство вечной мерзлоты» 관광
산 안에 있는 거대한 빙하로 이루어져 있는 독특한 장소. 박
물관과 관광 명소가 있다. 빙하의 온도는 항상 —10 °C 이
상 —4 °C이하가 유지된다.
초추르 무란 «Чочур Муран» 민속촌 안에 있는 레스토
랑에서 저녁식사
초추르 무란 «Чочур Муран» 민속촌 투어
민속촌은 1632년 레나강 유역에 코사크에 의해서 지어진
레나(야쿠티아) 감옥을 본따서 만들어졌고, 여기서 야쿠츠
크 도시가 시작되었다. 민속촌에는 식당, 당구장 그리고 골
동품 가게가 있다. 또한, 민속촌 안에는 실제 사냥꾼들을 위
한 집과 야크츠크 허스키 보육원이 있다.
아지뭇 북극성 호텔(Azimut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로 이동

야쿠티야
야쿠티아 (사하공화국) — 낭만적인 여행객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이다
• 공화국의 약 40%가 북극권 너머에 위치해

• 야쿠티아에 사는 동물들은 세계 야생동물

있다.

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 공화국 영토의 90% 이상이 산업 및 기타

야쿠티아는 종종 얼음왕국이라고도 불린다,

개발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자연생태계가

하지만 여름에는 매우 덥고 건조하다, 낮에는

그대로 유지되어있다.

+35..+40°С 까지도 올라갈 때도 있다.

비행 정보
서울-야쿠츠크
요일

항공편

항공사

출발

도착

참고사항

월요일

R3 506

야쿠티아 항공

0030

0500

4월 29일부터 매주
월요일 운행

화요일

R3 506

야쿠티아 항공

1205

1630

6월 4일부터 매주 화
요일 운행

야쿠츠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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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항공편

항공사

출발

도착

참고사항

일요일

R3 505

야쿠티아 항공

0600

1030

4월 28일부터 매주
일요일 운행

화요일

R3 505

야쿠티아 항공

0540

1025

6월 4일부터 매주 화
요일 운행

수요일
호텔에서 아침식사
사하 공화국(야쿠티아)의 보물 구경
사하공화국의 보물은 공화국 귀금속 및 보석 기금의 일부이
다. ‘야쿠티아 보물 전시회’는 고유한 대형 다이아몬드, 금,
백금, 은 ,귀금속 합금의 덩어리 등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을
포함하여 귀금속의 역사적, 예술적, 종교적, 그리고 물질적
가치를 표현하는 장소이다.
주얼리 돔 키에르게«Киэргэ» 방문, 프로그램 <야쿠티
아 땅의 끝자락> «Грани Земли Якутской»
관광 투어: 역사적 건축물«올드타운»,야쿠츠크 교도소의
게이트 타워, 축일 교회, 영원한 불꽃 기념관,야쿠티아 창립
자 «피터 베케토프» 기념비 방문.
기념품 가게 쿠다이 바흐스이 «Кудай Бахсы» 방문
야쿠티아 전통음식 레스토랑 마흐탑 «Махтал» 에서 점
심식사
(요리학 투어 프레젠테이션)
야쿠티아 북동대학 매머드 박물관 방문
매머드 종의 다양한 뼈 콜렉션 (뼈,엄니, 치아), 북쪽 연구와
관련된 고고학적 발견의 역사.
항구로 이동
쿠르즈 등록«야쿠츠크- 레나 석주 — 야쿠츠크» (36 시
간, 레나투르플롯)
야쿠츠크 항구에서 출발
저녁식사
저녁 프로그램
디스코테크(나이트클럽 비슷함)
목요일
아침식사
레나 석주(Ленские столбы)에 관한 다큐멘터리 시청
레나 석주로 이동
무당 의식, 레나 석주 정상 등반
점심식사
모래 섬으로 이동.
자유시간, 수상 스포츠, 마스터 클라스, 어린이들을 위한 프
로그램.

저녁식사
야쿠츠크로 이동
저녁 프로그램
디스코테크(나이트 클럽 비슷함)
금요일
항구에 배 도착
호무스(야쿠티야 전통악기) 박물관 방문.
이 박물관은 오래된 음악 장르인-호무스 음악을 지키는데
전념하고있다.
호무스- 손바닥에 딱 맞는 악기로, 정서적이고 창의적인 소
리를 낸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도
한다.
아틀라스(Атласовых) 영주 저택 방문, 알기스(Алгыс)
축복 정화의례.
건축-의식단지. 야쿠티야 사람들의 문화와 신앙역사에 대
한 역사
아틀라스 영주 저택에서 점심식사
대규모 랜드-아트 (자연) «상상의 말 무리»방문 - 블라디
미로프카 지역(타바긴스키 곶 방향으로 남쪽으로 21km).
이 프로젝트는 국제 야쿠츠크 현대 미술 비엔날레 BY-48에
서 구현되었다.
예술가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아트-파크의 설립자 «
니콜라이-레비네츠» 와 러시아의 대지예술 예술가이자, 건
축가, 니콜라이 블라디미로비치 폴리스키이다.
타바긴스키 케이프(Табагинский мыс) 전망대 방문
오르토도이두(Орто Дойду) 방문: 동물원이자 오르
토도이두 산 경사에 위치한 의스아 한갈스키 (Ысыах
Хангаласского) 지역을 축하하기 위한 장소.
야쿠츠크 도착
아지뭇 북극성 호텔(Azimut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에 체크
인
토요일
호텔에서 아침식사
자유시간. 추가 투어.
아지뭇 북극성 호텔(Azimut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에서 휴
식
일요일
03:00 야쿠츠크 공항으로 이동
04:00 공항에서 체크인
06:00–10:30 야쿠츠크-서울 이동 R3 505 항공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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