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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않는 도시, 제3의 로마,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곳,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큰 도시로 약 1500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현재,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정치적 중심

일 뿐만 아니라, 산업, 문화, 과학, 그리고 교육 분야

에서도 러시아의 선두에 서있는 도시이다. 모스크

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많다. 많은 박물관, 

극장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있다. 역사적 문화적 장

소들 외에도, 모스크바에는 레스토랑, 영화관,나이

트클럽 등, 많은 엔터테이먼트 장소들이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북쪽의 베니스, 북쪽의 팔미

라, 북의 오로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그 어떤 단어

도 이 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대신 할 

수 없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아름다운 궁전들 과 

저택들, 그리고 멋진 공원들의 조합이다. 도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35개 이상의 운하와 

다리들이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1년 내내 방문하기 좋은 도시

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문화의 수도를 겨울에 방문 

하면 여름에 비해 관광객들이 더 적기 때문에 편하

게 여행할 수 있다. 겨울에는 실내에서 박물관, 갤

러리, 궁전들 그리고 다양한 전시회를 방문 할 수 

있다.  호텔 숙박비도 겨울에는 더 싸다. 

요일 투어 프로그램

1번째

날

• 모스크바 도착;

• 가이드와 함께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

• 자유시간;

• 호텔에서 취침.

2 번쨰

날

• 호텔에서 아침식사;

• 크렘린 방문 (크렘린궁+무기고); 

• 시티 투어; 

• 메트로 투어;

3번째

날

• 호텔에서 아침식사;

•  짜리지노 또는 이즈마일로바 크레린(보

드카 박물관+ 시음) 투어;

• 점심(포함)

• 쇼핑 자유시간 

• 호텔에서 취침

요일 투어 프로그램

4 번째날 • 호텔에서 아침식사;

• 성 바실리 성당;

• 올드 아르밧 거리

•  삽산 고속열차,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

크 이동(2등석);

• 기차역에서 호텔로 이동;

• 호텔에서 취침.

5번째날 • 호텔에서 아침식사;

• 시티 투어;

• 에르미타쥬 투어;

• 호텔에서 취침.

6 번째날 • 호텔에서 아침식사;

• 푸쉬킨(도시) 투어;

• 쇼핑 자유시간 

• 호텔에서 취침.

7번째날 • 호텔에서 아침식사;

• 공항으로 이동;

• 출국.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두 주요 도시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6박7일

인당 가격USD 

호텔 10+1 15+1 20+1 25+1 싱글 서플먼트

호텔(3성급) 610 590 520 510 190

호텔(4성급) 770 740 660 630 240

호텔(5성급) 980 970 880 860 340

가격 포함:

• 호텔 숙박비, 2인실 사용

• 프로그램 동안 버스 제공( 10+1, 15+1 미니버스, groups 20+1, 25+1 – 버스)

• 한국어 가능 가이드 동행 서비스

• 프로그램에 따른 입장료

• 투어 리더는 무료

추가 비용!!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삽산고속열차 티켓은 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