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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반도는 북극 지역의 용서가 없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끝이 없는 툰두라와 이끼

로 덮인 낮은 산들, 러시아 북의 백해와 바렌츠

해를 볼수 있다. 무르만스크는 북극권 한계선 

안에 있는 도시들중에 가장 큰 도시이다. 난류 

덕에 무르만스크의 1월 온도는 영하 10도에 머

문다. 

12월 극권 위 지역에는 해가 없다. 1월 중순이 

지나서야 해가 보이기 시작한다. 밤에는 북쪽 

땅위에 오로라가 솜털 구름처럼 나타난다. 도

시들은 수천개의 빛으로 빛이 난다. 콜라 반도

에서는 허스키와 순록들을 볼 수 있다.  또 사

미사람들의 삶을 체험하고 키비니 산에 위치한 

눈 마을에서 추억을 쌓고 스노우 모빌을 탈 수 

있다.  

무르만스크 또는 키롭스크(이 지역에서 가장 

큰 두 도시)로는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 이

동할 수 있다.  매일 모스크바와 무르만스크를 

오가는 비행기는 6대가 있고, 키롭스크로는 1

대가 있다. 약 2시간 30분이 소유된다. 상트페

테르부르크에서는 매일 무르만스크로 가는 4

대의 비행기가 있고, 키롭스크로는 1대의 비행

기만 간다(특정한 날만).

겨울 시즌2019-2020 9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Day 1 “북극해로의 여행” 

이 여행에서는, 북극해 지역의 역사와 그곳 사람들이 살아가

는 방식, 바렌츠해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북극해로 흐르는 

폭포를 볼 수 있다. 바렌츠 해의 차가움을 느끼고, 또 눈으로 

덮인 산에서 사진도 찍어보세요! 

오로라.  오로라 마을– 4 명당 오두막 1개, 무르만스크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편안한 이글루 안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

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마을은 무르만스크에서 52km 

떨어져 있습니다. 따듯한 이글루 안에서 따듯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Day 2  사미 마을과 허스키 농장   

• 사미 부족들 사는 곳 방문. 전통건물들 구경. 

•  우상의 골목 방문(소원을 빌으려면 6개의 노랑색 코인 

필요).

•  사미 부족들의 동물들과의 만남: 순록, 여우.  순록 먹이 

주기, 사진찍기

•  순록 썰매 (12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또는 쿼드러사이

클(4륜 자전거) 타기 (5월 1일부터 11월 30일). 

•  사미 전통의상을 입고 사진 촬영. 

식사 포함(연어 수프, 순록 고기 수프와 감자).

허스키 농장

• 시베리아 허스키들과 소통

•  허스키 썰매(눈이 있을때만 가능). 

친근한 분위기, 티 타임, 허스키의 역사, 등.

Day 3 스노우모빌 사파리 또는 스노우 빌리지(12월 25일부

터 4월 30일까지)

스노우 빌리지는 얼음으로 만들어진 핸드메이드 박물관이

다. 약 40개의 방이 러시아,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예술가

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매년 스노우 빌리지는 다른 작품을 보

여준다. (행사 기간 12월 25일부터 4월 25일 까지).

Day 4 번째 날 최초의 핵 동력 쇄빙선 레닌“Lenin”이 있는 시

티투어. 공항으로 이동

오로라 – 우주로 가는 창문

북 러시아.  극권 위. 콜라 반도

인당 가격USD

호텔 10+1 15+1 20+1 25+1

호텔(4성급)

아지뭇 호텔(4성)

파크 인 바이 래드슨(4성)

790 725 695 680

가격 포함:

•  숙박시설: 아지뭇 호텔(4성) 트윈룸, 파크 인 바이 래드슨 

(4성) 트윈 룸 또는 오로라 마을 –  1오두막-4명

•  식사 – (1일 3식) 

•  교통 이동 서비스 (버스,밴, 미니밴, 또는 자동차) 

•  박물관 입장비(프로그램 내)

•  투어 서비스

•  모든 액티비티 활동(프로그램 내)

•  투어 «오로라 사냥» -이 프로그램에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있을때 2번 가는 프로그램. 오로

라 마을이 아니라, 도시 호텔에 머무는 경우, 다른 관광객

들과 합류해야 할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