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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튀르키예 일주 10일 

1인 지상비  US$1,990+항공 

관광 

 KEY Point 

[푸른투어 KEY POINT] 

① 튀르키예 완전 일주! 

② 전일정 5성급 호텔 7박 및 5성급 온천호텔 1박으로 편안하게!  

③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 탑승 등 5대 특전으로 특별하게!  

④ 푸른투어 6대 특식으로 풍성하게! 

 

[튀르키예 관광]  

① [이스탄불]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가득한 매혹적인 도시 

[특전1] 오스만 제국의 술탄왕들이 각국에서 거둬들인 보석과 헌상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톱카프 궁전 내부 

[특전2]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 탑승 및 시미즈, 차한잔  포함 

* 5,000 여개의 재래식 상점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그랜드 바자르 

* 터키의 역사를 대변하는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품인 성소피아 박물관 내부  

② [카파도키아] 수천개의 피라미드 형태로 대자연의 경이로움  

[특전3]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건설한 지하도시 데린쿠유 

[특전4] 터키어로 3개의 요새라는 뜻을 지난 바위산 우치히사르, 괴레메 야외 박물관 

[특전5] 터키 전통 밸리 댄스 감상  

③ [콘아] 터키의 종교색이 강하고 독특한 기풍 

* 화려한 모자이크 방식의 타일로 만든 벽화와 이슬람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메블라나 박물관 내부 

④ [안탈리아] 터키 최대의 지중해 휴양 도시  

⑤ [파묵칼레] 목화의 성으로 불리는 새하얀 언덕 

* 새하얀 눈이 덮힌 것 같은 석회붕과 노천온천 조망 

[특전6] 고대도시의 거대한 원형극장 히에라폴리스 

⑥ [에페소] 에게해 최대의 유적지 

특식 

[푸른투어 6대 특식]  

① 보스포러스 해협 전망 레스토랑 식사 

②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 탑승 시 시미즈 및 차한잔 제공 

③ 동굴식당 항아리 케밥 

④ 아다나 케밥 

⑤ 닭고기 쉬시케밥 

⑥ Fine Dine Istanbul 루프트 탑 전망대 식사 

숙박 ■ 전일정 5성급 호텔 7박 + 5성급 온천 호텔 1박 

포함사항 

■전 일정 호텔, 전일정 식사, 전일정 가이드, 파샤바, 메블라나 박물관, 에페소, 성소피아 박물관 

푸른투어 특전:  6대 특전 

① 톱카프 궁전 내부  ②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 탑승 ③ 데린쿠유 ④ 괴레메 야외박물관 ⑤ 터키 전통 밸리댄스 감상 ⑥ 

히에라폴리스 

푸른투어 특식 : 6대 특식 포함 

① 보스포러스 해협 전망 레스토랑 식사 ②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 탑승 시 시미즈 및 차한잔 제공 ③ 동굴식당 항아리 케

밥 ④ 아다나 케밥 ⑤ 닭고기 쉬시케밥 ⑥ Fine Dine Istanbul 루프트 탑 전망대 식사 

불포함사항 해외여행자 보험, 가이드&드라이버 서비스 피(€20/일*11일, 총€220), 물값, 각 지역 호텔 포터 비용 

비상연락처 
푸른투어 Office NJ ☎ 201-778-4000 /NY ☎ 718-928-3333 /LA ☎ 213-739-2222 /LAS ☎ 702-861-2377 / DAL-

LAS ☎ 469-615-6000  

참고사항 

1. 항공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 추가 경비 발생은 저희와 무관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분실,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일정의 변경 및 일부 취소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면책됨을 알려 드립니

다. 

2. 여권 만료일은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모든 객실은 2인 1실기준이며, 1인실 사용시에는 싱글차지가 발생됩니다. (1일 $70*8박, 총 $560) 

4. 여행자 보험은 불포함입니다. 투어 출발전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유럽은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산 문화 탐방 여행입니다. 걷는 일정이 있고, 고르지 못한 길고 있

으므로 편한 신발 착용이 필수이며 여권, 귀중품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일정은 항공 및 현지도로, 기후 등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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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 출발 

 

 

1일차 

각 지역 공항 이스탄불 

HOTEL :  기내박 

조식 :    X                                               중식 :  X                                         석식 :   X                                  

▶ 이스탄불 도착 

 

▶ 가이드 미팅 

 

▶ 석식 후 호텔이동 

 

▶ 호텔 투숙 및 휴식  

2일차 

이스탄불 

▶ 호텔 조식     

 

▶ 터키 전통가옥을 볼 수 있는 베이파자르 마을로 이동 (약 5시간 30분 소요)     

 

◈  *당근마을"이라고 불리는 베이파자르 전통시장 관광      

 

▶ 터키의 수도 앙카라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3일차 

이스탄불 

HOTEL :   WANDA VISTA 5*, CENTRO WEST BY ROTANA 5* OR SIMILAR 

조식 :    기내식                                             중식 :  기내식                                 석식 :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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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  대한민국을 상징 "한국공원과 한국전 위령탑" , 터키 건국의 아버지 " 아타튀르크의 묘 "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NEW PARK ANKARA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 호텔 조식     

 

▶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소금 호수가 있는 투즈괼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 앙카라에서 카파도키아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으며,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소금 호수 

 

▶ 수천개의 피라미드 형태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카파도키아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 관광 

◈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건설한 지하도시 데린구유     

 

◈ 개구장이 스머프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으로 요정들의 굴뚝이라는 의미가 있는 파샤바 계곡 

 

◈ 터키어로 3개의 요새라는 뜻을 지난 바위산 우치히사르, 괴레메 야외 박물관 

 

◈ 터키 전통 밸리 댄스 감상      

 

■ 선택관광 

- 지프 사파리 : 카파도키아 주요 사막 지역을 지프차와 함께 익스트림 여행을 즐기는 투어  ( 비용 : 95 USD/1인)     

- 카파도키아 열기구 투어 : 기암괴석의 풍경을 열기구를 타고 올라 하늘에서 감상 ( 비용 : 290 USD/1인)     

※ 이른 새벽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4일차 

앙카라 카파도키아 

▶ 호텔 조식     

 

HOTEL : DOUBLE TREE BY HILTON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5일차 

카파도키아 콘야 안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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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세기 셀주크 터키의 수도였던 콘야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소요) 

 

▶ 관광 

◈ 옛 이슬람의 정교함이 묻어나는 건축물 세리미예 자미(외관)   

 

◈ 화려한 모자이크 방식의 타일로 만든 벽화와 이슬람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메블라나 박물관(내부) 

 

▶ 지중해 휴양도시 안탈리아로 이동 (약 4시간 30분 소요) 

 

▶ 관광 

◈ 탑 정면의 푸른 타일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38m 높이의 이블리 탑  

 

◈ 섬세하고 뛰어난 조각들로 장식된 하드리아누스의 문 

     

◈ 지중해와 맞은편에 솟아있는 산맥을 한눈에 볼수 있어 멋진 전망대 역활을 하는 카라알리올루 공원     

 

■ 선택관광 

- 안탈리아 유람선 : 지중해의 원천인 듀덴폭포와 시원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 투어( 비용 : 55 USD/1인)     

- 안탈리아 올림푸스 케이블카 : 해안선을 따라 유럽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 (비용 : 100 USD/1인)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RAMADA DOWNTOWN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6일차 

안탈리아 파묵깔레 

▶ 호텔 조식     

 

▶ 목화의 성으로 불리는 파묵깔레로 이동 (약 4시간 소요)     

 

◈ 새하얀 눈이 덮힌 것 같은 석회붕과 노천온천 조망     

 

※ 족욕 가능하며, 족욕 후 발 닦으실 수건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 고대도시의 거대한 원형극장 히에라폴리스     

 

♨ 파묵깔레 온천 이용시, 슬리퍼, 수영복, 수영모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ADEMPIRA TERMAL & SPA HOTEL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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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 

파묵깔레 셀쭉(에페소) 마니사 

▶ 호텔 조식     

 

▶ 에페소 유적지가 있는 셀쭉으로 이동 (약 2시간 30분 소요)     

 

▶ 소아시아 시대의 수도였던 기독교의 중심지인 에페소 관광     

 

◈ 헬레니즘 시대에 건축되어 2만 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     

 

◈에페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셀수스 도서관, 시리아 풍으로 조각된 신들의 부조 히드리아누스 신전     

 

▶ 마니사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ANEMON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8일차 

마니사 부르사 이스탄불 

▶ 호텔 조식     

 

▶ 오스만 제국 첫번째 수도 부르사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소요)     

 

▶ 관광 

◈ 부르사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톱하네 공원과 전망대     

 

◈ 옛 술탄들의 영묘 및 울루자미 이슬람 사원(외관)     

 

▶ 이스탄불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 관광 

◈ 5,000 여개의 재래식 상점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그랜드 바자르 

 

※ 일요일/라마단 첫째날/쿠르반 바이람 날은 문을 닫습니다. 아리스타 바자르로 다음날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WANDA VISTA 5*, CENTRO WEST BY ROTANA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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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조식     

 

▶ 관광 

◈ 테오도시우스의 오벨리스크와 콘스탄티누스의 오벨리스크     

 

◈ 오스만 제국의 술탄왕들이 각국에서 거둬들인 보석과 헌상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톱카프 궁전(내부) * 화 휴관     

 

◈ 터키의 역사를 대변하는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품인 성소피아 박물관(내부)     

 

※ 성소피아 성당이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지면서, 무료입장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입장시, 줄을 서서 기다려야하며, 사람이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푸른 타일로 각기 독특한 문양을 갖춘 슐탄 아흐멧의 사원 블루모스크(외부)     

 

◈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 탑승 (시미즈 및 차한잔 제공) 

 

※ 선택관광 

- 이스탄불 야경투어 : 이스탄불 중심지 탁심에서 자유시간 및 갈라타 타워 조망 및 야경감상( 비용 : 85 USD/1인)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WANDA VISTA 5*, CENTRO WEST BY ROTANA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한식                                 석식 :   특식(전망대 식사)                                      

10일차 

이스탄불   각 지역 

▶ 호텔 조식     

 

▶ 공항으로 이동     

 

▶ 이스탄불 공항 출발     

 

▶ 각 지역 공항 도착 후 개별 해산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X                              석식 :   X                                     

9일차 

이스탄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