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일정

터키의 보물들B

터키 일주 3박 4일 카파도키아, 에페스, 파묵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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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사항

1. 전 일정 정규 호텔

2. 공항-호텔 전 구간 픽업과 트랜스퍼

3. 이스탄불–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이즈미르, 데니즐리-이스탄불 국내선 항공권 

4. 카파도키아 레드투어, 그린투어, 이즈미르 셀축에페스투어, 파묵칼레&히에라폴리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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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포함 사항

위의 4.현지투어들 참여 중에 제공되는 현지식 점심식사 중 음료비

└점심식사는 포함입니다

기타 개인경비

항공 규정

및

유의 사항

1. 하기 일정은 현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항공 예약과 동시 영문 변경 불가(성, 이름) 합니다.

3. 터키 국내선 항공과 버스티켓은 발권 후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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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지역 세부일정

1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이른오전 헬로터키 트랜스퍼 서비스 이용하여 공항으로 이동

카파도키아 향발 비행 카파도키아 공항 도착

헬로터키 픽업서비스 이용하여 카파도키아 호텔 혹은 사무실로 이동

레드투어 투어 참여 (카파도키아 북부지역)

└괴레메 야외박물관, 우치히사르, 파샤바, 데브란트 계곡, 아바노스 마을 등

투어 종료 후 호텔 드랍

호텔 체크인 후 자유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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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L : 성급

[조식] 자유식 [중식] 현지식 [석식] 자유식

2일

카파도키아

쿠샤다스

★오전 일출과 함께하는 벌룬투어(열기구투어)를 추천드립니다!!

(투어 종료 후 호텔드랍)

조식 식사 후 호텔 체크아웃

그린투어 참여 (카파도키아 남부지역)

└비둘기 계곡, 레드벨리, 파노라마, 데린쿠유 지하도시, 계곡 하이킹 등

투어 종료 후 호텔드랍

헬로터키 트랜스퍼 서비스 이용하여 공항으로 이동

이즈미르 향발 비행 이즈미르 공항 도착

헬로터키 픽업 서비스 이용하여 쿠샤다스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후 휴식

HOTEL : 성급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자유식



3일

쿠샤다스 에페스 투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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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종료 후 차량으로 호텔 드랍

자유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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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L : 성급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자유식

4일

쿠샤다스

파묵칼레

이스탄불

조식 마친 후 체크아웃

전용 차량으로 파묵칼레 이동(약 2시간 30분 전용차량으로 이동)

파묵칼레&히에라폴리스 투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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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종료 후 데니즐리 공항으로 트랜스퍼

이스탄불 향발 비행 이스탄불 공항 도착

헬로터키 픽업서비스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

투어종료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자유식

프로그램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들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어 참여시 각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들을 파는 쇼핑지 방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기재 된 시간들과 호텔정보는 예약 완료 후 받게 되실 최종일정과 바우처에 명시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