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칼 호수의 그레이트 바이칼 트레일, 알혼섬 미니 트레킹,  

그리고 환바이칼 관광열차 까지 6일에 즐기는 알찬 프로그램 

자연과 인간, 인간과 문화의 만남, 그 특별한 만남 

유라시아트렉이 함께 합니다. 



바이칼호수/알혼섬/환바이칼 관광열차/이루크츠크 (6일 일정) 

 출발 : 20년 8월 3일 월요일 17:55 (KE983편) 

 도착 : 20년 8월 8일 금요일 04:45 (KE984편) 

 매주 월요일 출발 가능합니다. 

 단체 문의 

 인천 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 

 대한항공(KE) 이르쿠츠크 직항편 이용 

 대한항공 이르쿠츠크 직항편 이용으로 더 편안 여행  

 3가지 테마의 트레킹 프로그램 

  1. 바이칼 호수 그레이트 바이칼 트레일(발쇼이깟띄 트레일 약 5km) 

  2. 알혼섬 미니 트레일(하보이 곶, 약 2~3km) 

  3. 이르쿠츠크 유노스지 섬 트레일(둘레길 코스 2~3km) 

 환바이칼호 관광열차 추가로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종합 Program Guide 



  KEB 하나은행 / 630-006755-324 ㈜유라시아트렉 

예약안내 Reservation guide  

예약방법 전화/문자로 예약신청 후 여권 사본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 ⇨ 예약금 납부  

예  약  금 100만원 

잔      금 출발 30일 전 완납 

본사정보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1017호 ㈜유라시아트렉 

전화 : 02-737-8611 또는 010-4854-5450(이철민 팀장) / 팩스 : 02-737-8610 

본사계좌 

비용에 포함된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항공 /  

이동수단 

 국제선 항공료 및 tax, 유류 할증료 

 전 일정 전용 차량(45인승 버스, 4x4차량) 

 환바이칼 관광열차 

 현지 가이드/기사 팁 : 1인당 50$/usd  

 시내 호텔 싱글룸 사용 비용 : 전 일정 25만원 

     * 홀수 인원 시 싱글룸 사용 비용 발생 

 개인장비, 개인 경비, 개인 행동식(간식), 추가 주류 등 

 매너팁(호텔 등) 

숙소 /  

식사 

 전 일정 숙소(호텔 / 2인 1실) 

 일정상의 식사 비용(특식 1회, 샤슬릭) 

스태프  한국어 가이드, 버스 기사 등 

기타 

 매일 생수(500ml) 1병 제공 (추가 시 비용) 

 현지 행정 비용 (트레킹 허가비, 입장료 등) 

 여행자 보험(2억원 – 동부화재) 



Schedule 프로그램 일정 

Day 01 08월 03일 월  인천 – 이르쿠츠크 국제선 이동 

 

KE983 

 

전용차량 

[15:30]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터미널 출국장 카운터 미팅  

[17:55] 인천 국제공항 출발  

[21:15] 이르쿠츠크 도착(비행시간 약 4시간, 시차 -1시간)  

가이드 미팅 후 호텔 이동 및 휴식 

 HOTEL_ 이루크츠크 호텔 / 식사 : -/-/기내식 

Day 02 08월 04일 화 이르쿠츠크 – 슬류지안카 – 리스트비얀카 – 이르쿠츠크 / 환바이칼 관광열차 

전용차량 

관광열차 

조식 후 이르쿠츠크 역 이동 

[08:00] 환바이칼 관광열차로 이르쿠츠크 기차역 출발  

 슬류지얀카 역-환바이칼 구간 공사를 할 당시 채석한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슬류지얀카 역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역사 중 가장 뛰어난 역으로 선정 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앙가솔카 역 -각각 다른 양식으로 건설된 철교와 아담한 마을이 잘 어울립니다. 

 키르키레이 역-급사면에 건설된 2개의 터널과 그 위를 타고 흐르는 계곡 물이 인상적이며 탁 트인 호수를 

바라 볼 수 있는 정자가 마련되어 있어서 쉬어가기 편리합니다.  

 빨라빈늬 역-강과 숲과 호수가 잘 어우러져서 동화 속의 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또한 호수의 수심이 낮고 수

온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영하기에 좋습니다.  

 포르트바이칼 역-환바이칼 철도구간의 종착역으로 이 역에서 하차하여 연락선을 타고 리스트비얀카로 이동

합니다.(약 20분 소요) 

리스트비얀카에서 석식 후 이르쿠츠크로 복귀합니다. (약 1시간 소요)  

 HOTEL_ 이루크츠크 호텔 / 식사 : 호텔식/도시락/현지식 



Day 03 08월 05일 수 이르쿠츠크 – 알혼섬 (알혼섬 미니 트레킹) 

전용차량 

선박 

전용차량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감상하며 전용차량으로 알혼섬 출발 선착장으로 이동합니다.(약 4시간 편도) 

알혼섬 출발 선착장에서 알혼섬으로 이동하는 배를타고 이동합니다(대기시간 포함약 30분 편도) 

알혼섬 도착 후 부랴트 자치구로 4x4차량을 타고 이동합니다. 

 타이가 숲 트레킹 – 시베리아 알혼섬의 원시 밀림과 초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약 2.5km, 2시간) 

 하보이 곶 트레킹 - 오솔길을 따라 말로예 모래와 발쇼에 모래를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특별한 트레킹 코스

입니다. 신들이 모여서 회합을 가졌다는 하보이 곶은 알혼섬에서도 가장 기가 센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지르로 복귀하여 늦은 저녁식사 후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청정하게 쏟아지는 은하수를 볼 수 있습니다. 

 HOTEL_ 알혼섬 호텔 / 식사 : 호텔식/현지식/현지식 

Day 04 08월 06일 목 알혼섬 – 이르쿠츠크 (유노스지 트레킹) 

트레킹 이른 기상 후 불한바위로 이동 해 바이칼 호수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합니다. 

 불한바위 -코린부랴트 족의 탄생 설화가 서려 있는 성스러운 바위로써 한민족 시원지의 중심에 해당하는 곳 

조식 후 이르쿠츠크로 이동(5~6시간 소요) 이동 중  부랴트식(몽골계 러시아인을 통칭 부랴트족)으로 점심식사 

이르쿠츠크 도착 후 시내 관광  

 키로바 광장과 앙가라 강변 

-승리광장과 베츠늬이아곤  -시베리아 유일 카톨릭 폴란드 교회 -시베리아 최초의 석조 건물 스파스카야 교회 

-화려한 색상으로 유명한 바가야블레니어사보르  -이르쿠츠크 도시 설립 350주년 기념 조형물 카작인 장군상 

 유노스지 트레킹 : 앙가라강 젊은이의 섬이라 불리는 유노스지 섬에서 짧은 둘레길 코스 트레킹 

 이르쿠츠크 아르바트 거리 130번가 

-19세기 후반 이르쿠츠크의 대화재 당시 소실되었던 아름다운 나무집들을 재건축해서 조성한 블럭으로 각종 

편의 시설과 휴식 공간이 있어 이르쿠츠크의 아르바트 거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HOTEL_ 이루크츠크 호텔 / 식사 : 현지식/부랴트식/한식 



Day 05 08월 07일 금 이르쿠츠크 (그레이트 바이칼 트레일), 리스트비얀카, 발쇼이깟띄 

전용차량 

 

KE918 

아침식사 후 리스트비얀카로 이동 (약 1시간) 

 바이칼 유람선 탑승 후 스레드니 백사장까지 이동 

 바이칼호변 숲길 트레킹(Great Baikal Trail) 

바이칼 호숫가 숲길과 들꽃길을 걷는 시베리아 정통 트레킹 코스로 경사가 완만하고 적당한 숲과 초원길로 초

보자도 무리없이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스레드니 백사장 – 초르나야레카– 드바브라타– 발쇼이깟띄 (거리 : 약 5km, 소요시간: 약 3~4시간) 

 편도 트레킹 종료 후 바이칼 쾌속선 탑승 후 리스트비얀카로 이동  

 리스트 비얀카에서 국제선 탑승 전 시베리아 전통 사우나 반야에서 깨끗하게 씻고, 체험하며 샤슬릭 특식으

로 저녁식사 후 이르쿠츠크 국제선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23:55] KE984편으로 이르쿠츠크 출발  

 HOTEL_ 기내숙 / 식사 : 호텔식/도시락/샤슬릭 

Day 06 08월 08일 0 [04:45]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터미널 KE984편 도착 

본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oute map 트레킹 루트 

Day 1, 4 

Day 2 

이르쿠츠크 

그레이트 바이칼 트레일 

환바이칼 관광열차 

알혼섬 



준비물         Prepare 

품목 비고 체크 

배낭 

여행 캐리어 3박 5일 옷가지 기타 물품 보관 용 

배낭 30L 이상 / 당일산행 

신발 

등산화 신던 신발, 방수기능 있는 목이 긴 등산화 

슬리퍼 / 샌달 시내지역, 숙소 도착 후  

산행장비 

수통(물통) 1L이상의 물통, 날진 제품이 좋음 

장갑 얇은 장갑, 보온용 장갑 2가지 필요 

카라반 모자 햇빛이 강렬하니 챙이 있는 큰 제품이 좋음 

버프 체온보호 등, 다용도로 사용 가능 

선글라스/고글 필수 품목 

등산용  스틱 등산용 스틱 

헤드랜턴(필수) 새벽에 산행을 시작합니다. 예비 건전지 지참 

우비 판초의(비닐 우의) 또는 우산 

품목 비고 체크 

의류 

경량 패딩 알혼섬의 밤은 약간 쌀쌀합니다. 

고어 자켓 배낭에 항시 휴대 

속옷 / 양말 일정 대로 

긴팔(바지)/반팔(바지) 등산용 / 시내 또는 숙소 용  

수영복 반야(전통 사우나) 이용 시 필요 

기타 

썬크림 / 립크림 썬크림(자외선 차단), 립크림(입술보호) 필수  

핫 팩 밤시간 추위에 대한 보온, 선택사항  

비타민 / 물티슈 비타민, 복합영양제 / 여행용 휴지나 물티슈  

개인 상비약 두통약, 밴드, 감기약 등 / 본인 필요 의약품  

카메라 기록구 / 카메라 / 충전기  

세면도구 스포츠타올, 비누, 치약 & 칫솔  

산행간식 초코렛, 캔디, 견과류 등  

보조배터리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여름철 트레킹 최저 12도에서 최고 22도 생각하고 준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밤/새벽의 알혼섬은 조금 쌀쌀합니다. 최소한의 보온 제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용약관 Program Terms 

본 프로그램 

특별 조건 

 항공원 발권 후 최소 시 항공 취소 수수료가 있으며 본인 부담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내선 이용 시, 기상 상황에 따라 국내선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상황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참가 조건 

(특별 약관) 

 본 상품은 일반 패키지가 아닌 특수 프로그램으로 예약 후 취소 시 특별약관에 의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발권 후 여행 취소 시,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항공권 발권은 평균 여행 1달 전 입니다. 

㈜유라시아트렉 

여행 프로그램 

공통사항 

 환율 적용은 예약 마감일 기준 환율이며, 급격한 환율 / 유가 변동 시 여행비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부주의, 실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으며, 현지 사정(정부 차원, 천재지변, 급격한 기상 변동 

등)으로 예정된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본사 또는 인솔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 사고의 경우, 본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참가자의 개인 사정(질병, 업무 등)으로 일정의 변경, 연장 또는 조기 귀국 등으로 여행 일정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였더라도 경비 책

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여행 비용 반환은 불가 합니다. 

취소 규정 

(특별 약관) 

공통사항 

 본 상품은 예약 후 취소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출발일 40일-31일전 취소 시 : 여행 경비의 10% 취소 수수로 부과 

 여행 출발일 30일-15일전 취소 시 : 여행 경비의 30% 취소 수수로 부과 

 여행 출발일 14일-02일전 취소 시 : 여행 경비의 50% 취소 수수로 부과 

 여행 출발일 01일-당일 취소 시 : 여행 경비의 100% 취소 수수로 부과 

환불 규정 

 최저 행사 인원 미달로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지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관광법규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에 따라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아니하고 계약

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환율 인상 

 관광법규 제12조(여행 요금의 변경) 

 국외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

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 그 증감된 금약 범위 내에서 여행 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앨범 

2일차 –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차, 환바이칼 관광열차, 38개의 터널,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역 중 가장 예쁜 슬류지안카 역, 낭만열차  



3일차 – 알혼섬 미니 트레킹, 신들의 화합장소 하보이 곶 트레일, 시베리아 알혼섬의 원시 밀림과 초원 타이가 숲 트레일 



4일차 – 이르쿠츠쿠 시티 투어, 키로바 광장과 이르쿠츠크를 관통하는 앙가랑 산책, 수많은 러시아식 건축물, 젊음의 거리 아르바트 거리 



5일차 – Great Baikal Trail, 발쇼이깟띄 트레일, 바이칼 쾌속선 탑승, 그리고 전통 사우나 ‘반야’로 쾌적한 마무리 여행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