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들의 땅”
연해지방 생태게 투어
투어 일정: 블라디보스톡 – 쉬코토바 마을 사파리공원 – 테르네이 마을 시호테-알린
스키 보호구역 – 슬라뱐카 마을 극동 해양보호구역- 블라디보스톡 투어 가능 기간: 7

인당 가격USD
그룹

10 + 1 인.

- 한국어 가이드

960

가격 포함:
• 모든 투어프로그램
• -블라디보스톡에서 4박 숙박
• 테르네이 마을과 슬라뱐까 마을에서 숙박비
• 프로그램내 에서 식사비

• 모든 입장비
• 교통비
• 가이드-통역사

(“Озеро Благодатное”) – 커다란 석호, 물고기와 새
들의 왕국. 전망대가 있는 산책길, 길이는 4.1km.
호텔로 이동. 카페에서 점심식사. 소형 비행기로 블라디보
스톡으로 이동, 2시간 소요.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

멀리 떨어지지 않음. 스례드냐야(Средняя) 만으로 이동.
해변으로 접근(오직 이곳에서만 가능!). 보호구역 기슭에
서 휴식! 점심-피크닉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

월 1일부터 9월29일 2019.

추가 비용:
•테르네이 와 슬라뱐까에서 1인실 사용시– 260$

그룹 인원: 2명부터 10명까지
1번째 날
블라디보스톡 도시 투어, 4시간

3번째 날
루스키 섬 투어, 버스로 4 시간

2 번째 날
사파리-파크. 우스리스크 타이가의 모든 동물들! 동물
들을 만질 수 있고, 먹이를 주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아
무르 호랑이 공원, 극동 표범, 히말라야 곰, 사슴과 멧돼
지, 6시간.

4 번째 날
호텔에서 공항으로 이동. 블라디보스톡에서 소형 비행기
로 테르네이(Терней) 마을로 이동. 2시간 소유. 도착. 호
텔 체크인.
세베르느이(Северный) 만, 시호테-알린스키 보호구역
방문. 동해 연안의 동식물들 관찰 투어. 호랑이, 사슴, 히
말라야 곰, 멧돼지 서식지. 세베르느이 만에는 물개들의
서식지가 있음. 계단들과 다리들이 있는 원형의 산책로.
길이는 4.6km. 점심식사-피크닉.
호텔로 이동. 테르네이 마을 투어
테르네이 호텔: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2인실
카페에서 저녁식사.
5번째 날
아침식사
시호테 알린스키 자연구역인 블라가다뜨노예 호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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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날
버스를 타고 해변을 따라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 까지 이동.
스피드 보트 탑승, 1시간 소요. 뿌루겔마(Фуругельма)
섬으로 이동, 러시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 보호구역의
관계자와 함께 도보 투어, 2,5-3시간 소유, 4km 이. 백사
장과 청록색 바다, 검은 꼬리 갈매기들의 왕국, 섬 숲의 아
름다운 덤불들, 토지 개발과 보호의 역사가 있는 곳. 시초
«여성의 건강», «유령의집» 등! 점심식사-피크닉. 작은
버스로 슬라뱐카(Славянка) 마을로 이동. 호텔 체크인.
저녁식사.
7 번째 날
아침식사. 극동 해양 보호구역 에서 피터만의 섬들을 따라
펼쳐지는 바다여행: 물개 보호구역과 소나무 산림지 에서
Spectrum DMC • Tel.: +7 (495) 99-58-999 • www.spectrum-rus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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