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박5일 자유팩

헬로도우미 투어 (이스탄불외 지역들)
매주 일요일 오전 출발 상품

5인 이상 신청 시 상시 출발 가능

♥한국인 도우미가 전 일정 동행하는 노팁 노쇼핑 노옵션 즐거운 자유여행

★비행기와 기차를 이용하는 동선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알찬 지방투어 상품

기본일정 이스탄불 출발ㅡ이즈미르(셀축) 1박ㅡ파묵칼레 1박ㅡ야간버스 1박ㅡ카파도키아 1박ㅡ이스탄불 도착

포함사항

1. 터키어, 터키문화에 박식한 헬로터키 도우미 전 일정 동행

2. 전 일정 조식제공 정규 호텔

3. 이스탄불-이즈미르 / 카파도키아-이스탄불 국내선 왕복 항공권

4. 이스탄불 아타투르크 공항 이동 트램 탑승 2회

5. 데니즐리-파묵칼레 돌무쉬 1회

6. 파묵칼레–카파도키아 구간 현지 야간버스 1회 

7. 카파도키아 공항 셔틀 서비스 1회

불포함 사항

1. 이즈미르-셀축 하바쉬 공항버스 25리라

2. 셀축-데니즐리 기차표 15리라

3. 식사비, 입장료 등 개인경비

규정

및

유의 사항

1. 본 일정은 이스탄불 숙박을 포함하지 않는 지방투어 상품입니다.

2. 일정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사전 입금하신 예약금은 투어취소 및 불참 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인원 수에 따라 트리플 룸을 사용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혼자 신청 주신 분들은

조금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5. 도우미는 도시간 이동과 숙박까지의 안내만 해주실 뿐, 관광지를 같이 가셔서 설명해 주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북 등을 따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6. 현지에서 발생되는 천재지변, 오버부킹 등으로 항공, 철도,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항공사, 철도회사 및 버스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따르며 현지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7. 여행자 보험 가입 후 투어에 참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기타사항 TIP. 투어 시작 후,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 그린투어, 레드투어를 체험하실 분들께서는 도우미를

통하여 직접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 지역 세부일정

1일

이스탄불

이즈미르

-셀축

[08:00] 헬로터키-트래블 팁스 여행사에서 모여 헬로도우미와 미팅 후 공항으로 출발

술탄아흐멧 역에서 트램을 이용하여 공항으로 이동 (약 한시간 소요)

[10:30]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 출발

[11:35] 이즈미르 공항 도착

[12:30] 공항에서 하바쉬 공항버스로 셀축 이동 (약 한시간 소요)

[13:30] 셀축 도착

호텔 체크인 후 자유 관광



-고대 에페스, 사도요한 무덤 교회, 이사베이 자미, 아르테미스 신전, 쉬린제 등

셀축 숙박

2일

셀축

데니즐리

-파묵칼레

[08:30] 헬로도우미와 조식미팅

호텔 체크아웃 후 자유관광

-고대 에페스, 사도요한 무덤 교회, 이사베이 자미, 아르테미스 신전, 쉬린제 등

[16:00] 호텔로비 미팅

[17:05] 데니즐리행 기차 탑승 (3시간 소요)

[20:05] 데니즐리 도착, 파묵칼레행 돌무쉬(미니버스) 탑승

파묵칼레 도착 후 호텔 체크인

휴식 및 자유

파묵칼레 숙박

3일

파묵칼레

카파도키아

-괴레메

[08:30] 헬로도우미와 조식미팅

호텔 체크아웃 후 자유관광

-히에라폴리스, 원형극장, 노천온천 등

[00:00] 호텔로비 미팅

[00:00] 카파도키아 향발 야간버스 탑승

야간버스 숙박

4일

카파도키아

-괴레메

[00:00] 카파도키아-괴레메 버스터미널 도착

호텔로 이동, 체크인 후 자유관광

◆레드투어(카파도키아 북부지역) 참가 추천

괴레메 숙박

5일

카파도키아

-괴레메

-카이세리

이스탄불

◆벌룬투어 참가 추천

[08:30] 헬로도우미와 조식미팅

호텔 체크아웃 후 자유관광

◆그린투어(카파도키아 남부지역) 참가 추천

[17:00] 호텔로비 미팅 후 셔틀 서비스로 공항이동

[19:45] 카파도키아 공항 출발 / 이스탄불 향발

[21:20]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 도착

미팅 후 해산과 함께 투어 종료

투어비용과 예약방법

투어비용

예약금 15만원 (출발날짜 2주 이상 전에 예약신청 시 10만원)

+ 현지 지불 500유로 (2인 이상 신청 한 경우 450유로)

예약방법

①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보내주세요.

②헬로터키 투어컨설턴트로부터 받으신 메일에 적힌 계좌정보로 예약금을 입금해 주세요.

③예약금을 입금하신 후 여권 정보면 (사진 혹은 스캔파일)과 함께 입금 확인 메일을 보내주세요.

④헬로터키-트래블팁스 사무실 약도와 예약완료 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헬로터키의 헬로도우미란? 터키에서 다년간 거주하여 터키어는 물론 터키에 관한 지식인!!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언어적, 문화적, 시간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동행하는 친구 같은 동반 여행인입니다. 대형 여행사 그룹투어

가이드처럼 관광지로 데려다 주거나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시간 이동과 숙박까지의 안내를 책임지며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자유여행의 장점만을 누리실 수 있도록 보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