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카누르 투어
무인 우주선 발사와 유인 우주선 발사를 관찰 할 수 있는 바이카누르 코스모드롬으로 여러분
들을 초대한다. 바이카누르 코스모드롬은 –최초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우주선 발사 기지이다:
매년 15번이상의 발사, 9개의 스타트 단지, 15개의 발사 장치가 있다. 이곳은 우주비행사들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유일한 우주선 발사 기지이다. 여러분들은 우주선 발사 기지 안에
있는 박물관들, 동상들 장치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 발사 단
계를 관찰 할 수 있다

투어 종류: 무인 우주선 발사, 유인 우주선
발사, 발사 사이 기간(발사 없을때).
2019 년 발사 계획:
유인 우주선 발사:
• 7월 20일 2019 РН (부스터로켓) «소유즈- FG» 과ТPK
(우주유인선) «소유즈-МС-13»
• 9월 25일 2019 РН «소유즈- TG»와 ТПК «소유
즈-МС-15»
무인 우주선 발사:
• 7월 31일 2019 РН «소유즈-2.1а» 와 ТГК «프로그
래스 МС-12»
• 8월 22일 2019 РН «소유즈-2.1а» 와ТГК «프로그래
스 МС-14»
• 12월 20일 2019 РН «소유즈-2.1а» 와 ТГК «프로그
래스 МС-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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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우주비행선 프로그램.
우주인 탑승«소유즈-FG» 발사 관찰 프로그램.
1번째 날
• 도착
2 번째 날
• «가가린 스타트»에서 로켓의 제거와 수직화 관찰
• 실험 단지 및 수송 설치 장치 «에네르기야 부란» 관찰
• 코스모드롬 박물관 방문
3 번째 날
• 발사체 발사 단지 «프로톤-M» 방문
• 멀리서 독특한 유니버셜 스탠드-스타트 프로그램 «에네
르기야-부란» 관찰
• 발사체«에네르기아»의 지휘소 방문

4번째 날
• 조립 및 실험 단지에서 우주비행사들 출발, 발사 준비에
대한 위원장 보고 등 준비 과정 관찰.
• «소유즈» 개조 발사에 쓰이는 스타트 센터방문
• 발사 관찰
5번째 날
• 바이카누르 투어
• 우주비행사의 골목 방문
• 첼로메야 국제 우주항공 학교 방문
인당 가격USD : 1550
그룹 15+1
가격 포함:
• 호텔(4성급) 숙박 «바이카누르», « 7 바람», «자작
나무»
• 하루 3식 제공
•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픽업
• 코스모드롬을 방문하기 위한 모든 서류작업
• 스폐셜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에서의 교통 이동
• 프로그램에 따른 투어 서비스
• 프로그램 동안 회사 관계자 동행 서비스
무인 우주선 발사 프로그램( 4/5 일) «소유즈» 로켓 발사
와 «프로그래스 МС» 또는 РС «프로톤-М» 화물우주
선발사:

• 발사 관찰; 우주선 발사 기지 안 박물관 방문; 전설이라
고 불리는«가가린 스타트» 방문; «제니트»로켓 발사
를 위한 컨트롤 센터 방문; 바이카누르 도시 관광; 발사체
발사 단지 «프로톤-M» 방문; 실험 단지 및 수송 설치
장치 «에네르기야 부란» 관찰;멀리서 독특한 유니버셜
스탠드-스타트 프로그램 «에네르기야-부란» 관찰; «에
네르기아» 발사체 지휘소 방문.
인당 가격USD : 1450
그룹15+1
발사기간 동안 코스모드롬 관광(선호하는 요일, 기간).
코스모드롬 견학을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은 45일 전입니다.
바이카누르로 가는법:
-아에로플롯 항공 모스크바-크질오르다(직항, 일주일에 3–4
번)
-아스타나 항공 (알마티 또는 눌술탄 경유, 매일), 모스크바크질오르다
바이카누르까지 300km.
기차 «우즈벡키스탄»으로 튜라탐 역으로 이동(일주일에 2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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