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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륙 횡단 철도는 세상에서 제일 긴 철

도입니다. 총 길이는 9259km 또는 5753마일

입니다. 러시아 대륙 횡단 열차는 7개의 시간대

를 통과하고 밤새도록 이동 시에만 8일이 걸립

니다. 러시아 대륙 횡단 열차는 때로는 신비롭고 

때로는 모순된 모습인 러시아의 풍부한 역사를 

반영하여 문화적, 역사적 모습을 보여주기 때

문에 매우 독창적입니다. 

열차가 가는 길에 멈추는 다양한 장소에서는 그

에 따른 투어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우랄 산맥에 

위치해있는, 예카테린부르그, 바이칼 호 주변에 

있는 이르쿠츠크, 그리고 몽골의 수도인, 울란

바토르 같은 도시에서는, 4성급 호텔에서의 숙

박이 포함돼 있어, 도시를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음료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 가능 투어 가이드 와 영어 투어 

다이렉터 상시 동행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투어

는 모스크바에서 시작하는 동쪽 행, 또는 베이

징 이나 울란바토르에서 시작하는 서쪽 행 열

차들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대륙 횡단 열차 2019

동쪽 행, 모스크바 - 베이징 (14박 15일) / 서쪽 행 베이징 – 모스크바 (13박 14일)

인당 가격USD

종류 객실당 사람수 인당
14박 15일
13박 14일

 싱글 서플먼트
기차+호텔

서플먼트 
성수기 투어2A, 3A

스탠다드 이코노미 4 5510/5390 n/a 280

스탠다드 이코노미 3 8010/7615 n/a 280

스탠다드  플러스 2 8010/7775 3150/3020 190

딜럭스 실버 2 12820/12590 6865/6735 190

딜럭스 골드 2 15185 7290 190

 동쪽 행 모스크바 – 울란바토르 12박13일 / 서쪽 행 울란바토르 - 모스크바 11박 12일

인당 가격USD

종류 객실당 사람수 인당
12박 13일
11박 12일  

 싱글 서플먼트
기차+호텔

서플먼트
성수기 투어 2A, 3A

스탠다드 이코노미 4 5035/4920 n/a 280

스탠다드 이코노미 3 6120/5980 n/a 190

스탠다드 플러스 2 7540/7290 2865/2735 190

딜럭스 실버 2 12350/11880 6580/6450 190

딜럭스 골드 2 14950/14470 7880/6990 190

러시아 대륙 횡단열차로 여행하는데 훨씬 저렴한 방법은 정

기적으로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기 열차는 

다른 종류의 객실이 있습니다. 여행 내내 가이드가 동행하며, 

기차가 멈추는 곳마다 그에 따른 투어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 스탠다드 이코노미, 객실당 4명 

• 스탠다드 플러스, 객실당 1명 또는 2명

• 딜럭스 실버, 객실당 1명 또는 2명, 개인 샤워실과 화장실 

• 딜럭스 골드, 객실당 1명 또는 2명, 개인 샤워실과 화장실

러시아 대륙 횡단 열차에는 총 4등급의 좌석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