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지역 세부일정

이른 오전 헬로터키 트랜스퍼 서비스 이용하여 공항으로 이동

카파도키아 향발 비행 카파도키아 공항 도착

헬로터키 픽업서비스 이용하여 카파도키아-괴레메 사무실로 이동

레드투어 참여 (카파도키아 북부지역)

투어 종료 후 호텔 드랍

1일
자유 및 휴식

└호텔이 위치한 아름다운 괴레메 마을에서 나머지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전 일출과 함께하는 벌룬투어(열기구투어)를 추천드립니다

호텔 복귀 후 조식 식사

2일 그린투어 참여 (카파도키아 남부지역)

투어 종료 후 호텔 드랍

추천일정
터키 대탐험

터키 일주 4박 5일 카파도키아, 콘야, 파묵칼레, 에페스

기본일정 이스탄불 - 카파도키아 2박 - 콘야 - 파묵칼레 1박 - 쿠샤다스 1박 - 이스탄불

포함사항

1.

2.

3.

4.

5.

전 일정 정규 호텔

공항-호텔, 버스터미널-호텔 전 구간 픽업과 트랜스퍼

이스탄불-카파도키아, 이즈미르-이스탄불 국내선 항공권

카파도키아-콘야-파묵칼레 구간 전용차량

카파도키아 그린투어, 레드투어, 파묵칼레&히에라폴리스 투어, 이즈미르 에페스투어

└호텔픽업-드롭 서비스, 투어차량, 기사, 가이드, 유적지 입장료, 점심식사포함

불포함 사항

위의 현지투어들 참여 중에 제공되는 점심식사 중 음료비

└점심식사는 포함입니다

콘야 방문 시 박물관 입장료와 점심식사

기타 개인경비

항공 규정

및

유의 사항

1.

2.

3.

4.

하기 일정은 현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항공 예약과 동시 영문 변경 불가(성, 이름) 합니다.

터키 국내선 항공과 버스티켓은 발권 후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현지에서 발생되는 천재지변, 현지파업, 오버부킹 등 으로 항공, 차량이 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항공사 및 차량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따르며 현지여행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기타추천

옵션투어

이스탄불 일정 시 하루 저녁은 보스포러스 디너 크루즈 투어를 추천 드립니다. 호텔픽업-드롭 서비스,

아름다운 보스포러스 해협의 야경감상, 저녁코스요리, 음료&주류 무제한 서비스, 밸리댄스 및 민속무용

공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4시간이며 가격은 1인 70유로 입니다. 혹은 밸리댄스&천일야화 공연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호텔픽업-드롭 서비스, 현재 세계 최고의 밸리댄스 무용수인 디뎀의 밸리댄스

공연, 저녁코스요리, 음료&주류 무제한 서비스가 포함입니다. 시간은 4시간이며 가격은 1인 85유로

입니다.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

HOTEL : 성급

[조식] - [중식] 현지식 [석식] 자유식



자유 및 휴식

└호텔이 위치한 아름다운 괴레메 마을에서 나머지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식 마친 후 체크아웃

호텔 로비대기

전용 차량으로 콘야로 이동

└실크로드의 가중 중요한 중심 무역로였던 콘야, 이슬람 교파 중 하나인 메블라나와 그의 종교 의식으로 유명한

3일 세마춤이 탄생한 곳. 메블라나 박물관 관람 추천.

파묵칼레 도착

호텔 체크인 후 자유 및 휴식

파묵칼레 조식 마친 후 체크아웃

쿠샤다스 호텔 로비대기

파묵칼레&히에라폴리스 투어 시작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의 게이트들 무덤들 극장 등, 파묵칼레 석회붕, 고대도시 유적 잔해에서 수영 가능

4일 투어 종료 후 전용 차량으로 쿠샤다스로 이동(약 2시간 30분 전용차량으로 이동)

호텔 체크인 후 자유 및 휴식

└호텔이 위치한 아름다운 휴양지 쿠샤다스 마을에서 나머지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쿠샤다스 조식 마친 후 호텔 체크아웃

이스탄불 호텔 로비 대기

에페스 투어 시작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르테미스 신전, 고대 항구도시로 시작한 에페스 유적지, 성모마리아의 집
5일

투어 종료 후 이즈미르 공항으로 이동

이스탄불 향발 비행 이스탄불 공항 도착

헬로터키 픽업 서비스 이용하여 이스탄불의 숙소로 이동 혹은 투어종료

프로그램에 게재된 시간들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게재 된 시간들과 호텔정보는 바우처에 명시 될 예정입니다.

바우처는 예약금 지불 후 예약이 확약 된 후 보내드립니다.

카파도키아

콘야

파묵칼레

HOTEL : 성급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자유식

HOTEL : 성급

[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HOTEL : 성급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자유식

HOTEL : 성급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자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