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소연과 함께하는 소비에트 우주과학 유람단 6박8일 일정표(8/24~8/31)

일 자 도 시 시간

1 일 인천 13:35 인천 출발 석: 한 식

08/24 (금) 모스크바 16:50 모스크바 도착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이즈마일로바 호텔(3성급) 또는 동급호텔

2 일 모스크바 전일 호텔 조식 후 조: 호텔 식

08/25 (토) 트레티아코프 미술관 방문 중: 현지 식

중식 후 석: 호텔 식

러시아의 심장이라 불리는 크렘린 궁전(목요일 휴관)

'아름다운, 예쁜 광장'이란 뜻의 붉은 광장

불균형이 가져다 주는 묘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성 바실리 사원(외관)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이즈마일로바 호텔(3성급) 또는 동급호텔

3 일 모스크바 전일 호텔 조식 후 조: 호텔 식

08/26 (일) 항공 우주산업의 강국 러시아의 모스크바 우주박물관(월요일 휴관) 중: 현지 식

칼루가로 이동 석: 현지 식

치올코프스키 생가 

칼루가 우주역사박물관 방문(월요일 휴무)

모스크바로 이동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이즈마일로바 호텔(3성급) 또는 동급호텔

4 일 모스크바 전일 호텔 조식 후 조: 호텔 식

08/27 (월) 대조국전쟁기념관 중: 현지 식

유리 가가린 우주비행사 훈련센터로 이동 석: 현지 식

유리 가가린 우주비행사 훈련센터 견학(토,일 휴관)

모스크바로 이동 후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이즈마일로바 호텔(3성급) 또는 동급호텔

5 일 모스크바 전일 호텔 조식 후 조: 호텔 식

08/28 (화) 기차역으로 이동 중: 현지 식

9:40 (삽산열차 탑승) 모스크바 출발 석: 중국 식
상트 페테르부르

크
13:32 상트 페테르부르크 도착 

1056개의 방, 117개의 계단, 2000여 개의 창문, 170여 개의 지붕 위의 조각상 등으로

엄청난 규모와 러시아 문화의 보고 에르미타쥐 국립박물관 (월,수 휴관) 관람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ANDERSEN 호텔(3성급) 또는 동급호텔

6 일
상트 페테르부르

크
전일 호텔 조식 후 조: 호텔 식

08/29 (수) 대궁전을 사이에 두고 윗정원과 아랫정원으로 나뉘어져 144개의 분수와 7개의 작은 공원, 중: 현지 식

가로수 길, 박물관, 작은 궁전으로 건축된 여름궁전 및 분수정원(토, 매달 첫째 일요일 휴관), 석: 한 식

중식 후

러시아 황제들의 여름별장으로 사용되었던 예카테리나 궁전 및 호박으로 만든 판과 거울,

금박을 입힌 장식으로 전체를 치장해 한때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렸던 호박의 방(내부)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ANDERSEN 호텔(3성급) 또는 동급호텔

7 일
상트 페테르부르

크
전일 호텔 조식 후 조: 호텔 식

08/30 (목) 네바강 스핑크스,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바실리에프스키 곶의 로스트랄 등대, 중: 현지 식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 러시아 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순양함 오로라 호 석: 현지 식

중식 후

세계에서 세번째 규모로 도시 어느 곳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 성이삭 성당(외관)

카잔성당 등 관광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23:00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발

기내 숙박

8 일 인천 13:50 인천 도착

08/31 (금)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및 항공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 통 일                          정 식사

KE 923

전용차량

전용차량

전용차량

웰컴디너 및 이소연 박사 특강(호텔 세미나실)

전용차량

전용차량

이소연 박사 토크쇼(호텔 세미나실)

전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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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연과 함께하는 소비에트 우주과학 유람단 6박8일 일정표(8/25~9/1)

일 자 도 시 시간

1 일 인천 13:35 인천 출발 석: 호텔 식

08/25 (토) 모스크바 16:50 모스크바 도착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이즈마일로바 호텔(3성급) 또는 동급호텔

2 일 모스크바 전일 호텔 조식 후 조: 호텔 식

08/26 (일) 항공 우주산업의 강국 러시아의 모스크바 우주박물관(월요일 휴관) 중: 현지 식

중식 후 석: 현지 식

칼루가로 이동

칼루가 우주역사박물관 방문(월요일 휴무)

치올코프스키 생가 방문

모스크바로 이동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이즈마일로바 호텔(3성급) 또는 동급호텔

3 일 모스크바 전일 호텔 조식 후 조: 호텔 식

08/27 (월) 유리 가가린 우주비행사 훈련센터로 이동 중: 현지 식

유리 가가린 우주비행사 훈련센터 견학(토,일 휴관) 석: 현지 식

모스크바로 이동 후

대조국전쟁기념관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이즈마일로바 호텔(3성급) 또는 동급호텔

4 일 모스크바 전일 호텔 조식 후 조: 호텔 식

08/28 (화) 러시아의 심장이라 불리는 크렘린 궁전(목요일 휴관) 중: 현지 식

'아름다운, 예쁜 광장'이란 뜻의 붉은 광장 석: 현지 식

불균형이 가져다 주는 묘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성 바실리 사원(외관)

기차역으로 이동
상트 페테르부르

크
석식 후

17:40 (삽산열차 탑승) 모스크바 출발

21:35 상트 페테르부르크 도착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ANDERSEN 호텔(3성급) 또는 동급호텔

5 일
상트 페테르부르

크
전일 호텔 조식 후 조: 호텔 식

08/29 (수) 대궁전을 사이에 두고 윗정원과 아랫정원으로 나뉘어져 144개의 분수와 7개의 작은 공원, 중: 현지 식

가로수 길, 박물관, 작은 궁전으로 건축된 여름궁전 및 분수정원(토, 매달 첫째 일요일 휴관), 석: 중국 식

중식 후

모이카궁 관람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ANDERSEN 호텔(3성급) 또는 동급호텔

6 일
상트 페테르부르

크
전일 호텔 조식 후 조: 호텔 식

08/30 (목) 1056개의 방, 117개의 계단, 2000여 개의 창문, 170여 개의 지붕 위의 조각상 등으로 중: 현지 식

엄청난 규모와 러시아 문화의 보고 에르미타쥐 국립박물관 (월,수 휴관) 관람 석: 한 식

중식 후

러시아 황제들의 여름별장으로 사용되었던 예카테리나 궁전 및 호박으로 만든 판과 거울,

금박을 입힌 장식으로 전체를 치장해 한때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렸던 호박의 방(내부)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ANDERSEN 호텔(3성급) 또는 동급호텔

7 일
상트 페테르부르

크
전일 호텔 조식 후 조: 호텔 식

08/31 (금) 네바강 스핑크스,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바실리에프스키 곶의 로스트랄 등대, 중: 현지 식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 러시아 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순양함 오로라 호 석: 현지 식

중식 후

세계에서 세번째 규모로 도시 어느 곳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 성이삭 성당(외관)

카잔성당 등 관광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23:00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발

기내 숙박

8 일 인천 13:50 인천 도착

09/01 (토)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및 항공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웰컴디너 및 이소연 박사 특강(호텔 세미나실)

교 통 일                          정 식사

KE 923

전용차량

전용차량

전용차량

전용차량

770A

26.5KM

KE 930

전용차량

이소연 박사 토크쇼(호텔 세미나실)

SAPSAN

전용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