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샨탈제도투어프로그램 

 
 

 

제 1 일 8 월 10 일 

하바롭스크 아침 

도착.시내 대표적 관광지 

도보 투어. 그로데코프 

향토 박물관 입장. 

“루스끼”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 시내 

중심지에 있는 인투리스트 호텔 체크인.아무르 강변공원 산책. 아무르강에 뜨는 1 

시간 타는요람선 탑승 .테마적인 동양식 술탄 바자르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휴식. 

제 2 일 8 월 11 일 

조식. 호텔 체크아웃. 10 시간 거리 떨어져있는 브리아칸촌에 출발.  

가는 길에 나나이족 마을을 들려서 암각화를 

탐방하고 나나이족의 문화를체험하고 

점심식사를 합니다(자세한 프로그램은 

첨부로 제시되어있습니다). 다시 브라이칸 

촌으로 출발.도착. 석식.숙박. 

 

제 3 일 8 월 12 일 

조식, Mi-2 헬기 타고 섬으로 이동.  

오호츠크해남쪽해안을따라보트를타고해안에 잠깐 선착 한 다음 브란겔 만으로 

진입라여 도착합니다, 찜질 바냐 체험,휴식.고래 관찰하는 프로그램 시작.고래 중에 

볼 수 있는 

견종은귀신고래,범고래,흰돌고래,큰 

고래,멸종 위기에 있는 북극 고래.  

 

 
 
 
 
 

제 4 일 8 월 13 일- 제 8 일 8 월 17 일 



 

투어 중 가장 활동이 많은 날.고래 

관찰,위치간 모터보트 

이동,낚시,샨타르스키예제도 견학,자연 

관찰,역사 소개,저녁 캠프파이어,찜질 

바냐등 액티비티를 합니다.온초간 만 

그리고 브란겔 만에 있는 2 개의 숙박 

시설.기지에는 모든기반시설, 욕조, 

샤워실이 있습니다.기지에서 나오는 날은 페클리스타브 섬에 있는 판코브 만에서 

캠프장에서 숙박합니다.방문하는 섬: 리틀샨타르섬, 벨라치섬, 그레이트 샨타르, 

페클리스토바 섬, 우티치 섬, 유즈니 섬,스레드니 섬, 실로바 섬,아르카 섬 및 그외의 

소규모 섬을 방문합니다.관찰하는 고래중 북극고래,귀신고래, 범고래,흰돌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 9 일 8 월 18 일 

조식. 사할린 해안으로 출발, 소요 1 시간.오하에서 출발하여 하바롭스크로 도착, 

출발 시간 13:40, 하바롭스크 도착시간 14:30 . 하바롭스크 공항에서 미팅.4 성급 

리비에라 호텔 투숙 http://riverahotel.ru/. 석식. 휴식. 

제 10 일 8 월 19 일 

조식. 체크아웃. 공항으로 이동.인천 공항 출발. 

 

중요한 것!!! 투어 프로그램 진행을 기상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또한기상조건으로인해헬리콥터출발이 

지연 될 수 있으니투어기간도 또한 연장 

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숙박:  

하바롭스크 – 프로그램에 제시되어 있는 호텔. 

브란겔 만에 있는 기지, 섬에 위치하는 캠프장. 오초간기지에위치하는 4-

6 명기준소별장. 

 

http://riverahotel.ru/


프로그램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하바롭스크에서 출발하여 다시 돌아오는날 

까지 포로그램에 제시된것 처럼 모든것이 포함됩니다.단,술이나 개인물품 죄에. 

 

 하바롭스크에서프로그램서비스, 투어프로그램에나열된모든서비스포함(식사, 관광, 숙박, 차량). 

 하바롭스크에서 브리아칸 까지 가는 버스 

 온처간 만에서 브리아칸 촌 까지 가는 Mi-8 헬기비, 하바롭스크에서 사용는 차량. 

 오호츠해 해안에 있는 온처간 기지 숙박,브란겔 만에 있는 캠프장 (14 

명이이용할수있는공동주택이있다) 

 맛있는 식사메뉴 (샤라반, 슈르파, 야생고,생선,킹크랩,차,샐러드,굴,  해산물등) 

 요리사,지도자,가이드. 

 국립공원을 방문허용하는 허가서 

 오호츠크해 지역 관광 

 투어에 필요한 장비 

 • 부츠및낚시장비 (현장에서추가비용지불). 

 고래 구경, WhaleWatching. 

 기지에서 사용할 침대 시트 

 찜질 사우나 시설 이용비 

•  완전한사고보험 (헬리콥터및의료 조치) 

추가 유료 서비스: 

 침낭 – 2000 루블./무제한 

 습니자화 – 1000 루블/무제한  

 

비용 비포함:  

- 하바롭스크까지 가는 차량, 

- 오하에서 하바롭스크 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 인당 8000 루블 부터.  

- 침낭,복장 

- 술 

- 하바롭스크에서 브리아칸 촌에 가는 도중에들리는 휴게소 식사. 

 

단체 10 명 +1 인솔자 

투어 비용인당 240000 루블 + 오하-하바롭스크 비행기티켓+ 하바롭스크에서 출발하고 돌아오는 

버스티켓 

 

투어비용은특정날짜에만 해당됩니다. 

날짜 변경씨 투어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