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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생연분] 그리스+튀르기예(터키)_13일 

▶ 각 지역 출발 

1인 지상비  US$3,699+항공 

포함사항 

1. 전일정 5성급 호텔 숙박 + 전일정 식사 2. 전일정 한국인 가이드 3. 푸른투어 특식: 갈라타 다리 레스토랑, 동굴식당 항

아리케밥, 터키 전통 빵 시미트+차, 콘야 전망대 레스토랑, 양갈비+와인 1잔, 수블라끼&기로스, 산토리니 바다전망 레스토

랑 4. 성소피아 성당, 톱카프 궁전, 블루모스크, 보스포러스 유람선(전세선), 피에르롯티언덕+애플티, 그랜드바자르, 데린

구유, 괴레메 야외박물관, 밸리댄스, 히에라폴리스, 에페소, 차날칼레 카페리, 메테오라 수도원(2곳), 파르테논, 수니온, 중

간항공 1회(산토리니-아테네), 고속페리 (피레우스/티라), 입살라, 카발라 국경세  

불포함사항 

1.가이드/기사팁/식당팁(€20/일*13일, 총€260) 2. 물값, 각 지역 호텔 포터 비용 3. 개인비용 및 선택 관광  4.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꼭 가입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5. 독방 사용 시 싱글차지 비용 $770 (총비용) 6. 

미국 시민권자 터키 Visa(E-Visa 비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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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피아 사원 입장시, 스카프가 필요하므로 별도 준비 부탁드립니다.  

2. 모든 객실은 2인 1실기준이며, 1인실 사용시에는 싱글차지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1일 $70*11박, 총 $770) 

3. 터키와 그리스는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산 문화 탐방 여행입니다. 걷는 일정이 있고, 고르지 못

한 길도 있으므로 편한 신발 착용이 필수이며 여권, 귀중품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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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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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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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정은 항공 및 현지도로, 기후 등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각 지역 각 공항  

HOTEL :  기내박   

조식 :    X                          중식 :  X                              석식 :   기내식                                    

▶ 이스탄불 공항 도착 

 

▶ 가이드 미팅 

 

▶ 석식 후 호텔로 이동  

2일차 

이스탄불  

HOTEL : CENTRO WEST BY ROTANA 5*OR SIMILAR 

조식 :    기내식                          중식 :  기내식                              석식 :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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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조식 

 

▶ 관광 

- 테오도시우스의 오벨리스크와 콘스탄티누스의 오벨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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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의 역사를 대변하는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품인 성소피아 사원(내부)     

 

※ 성소피아 성당(사원)이 무료입장으로 변경되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하는 합니다. 사람이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소피아 사원 입장 시 스카프가 필요하므로 별도 준비 부탁드립니다.      

 

- 푸른 타일로 각기 독특한 문양을 갖춘 슐탄 아흐멧의 사원 블루모스크(내부) 

 

-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전세선-시미트와 차 제공) 탑승     

 

- 5,000 여개의 재래식 상점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그랜드 바자르     

 

- 피에르롯티 언덕에서 차한잔 (애플티) 및 이스탄불 전경 감상      

 

※ 선택관광: 이스탄불 야경투어 (80유로/1인당)     

- 이스탄불의 야경을 즐기고, 케밥과 맥주 한잔의 여유를 가지는 시간      

 

▶ 호텔 투숙 및 휴식  

3일차 

이스탄불 

HOTEL :  CENTRO WEST BY ROTANA 5*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갈라타 다리 레스토랑)                   석식 :   현지식                                      

4일차 

이스탄불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 호텔 조식 후 이스탄불 공항 이동     

 

▶ 이스탄불 공항 출발     

 

▶ 카이세리 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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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건설한 지하도시 데린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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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소금 호수 & 카파도키아의 명물인 데브란트 계곡     

 

- 터키어로 3개의 요새라는 뜻을 지난 바위산 우치히사르, 괴레메 

 

- 괴레메 야외 박물관 

   

- 7,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카파도키아 와인 생산지 중 3대째 이어온 투라산 와인하우스(와이너리) 방문&시음     

 

- 터키 전통 밸리 댄스 감상      

 

※ 선택관광 

1. 카파도키아 열기구 투어  (270유로/1인당)     

- 기암괴석의 풍경을 열기구를 타고 올라 하늘에서 감상 / 이른 새벽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2. 사막사파리(90유로/1인당)     

- 카파도키아 주요 사막 지역을 지프차와 함께 익스트림 여행을 즐기는 투어     

 

▶ 동굴 호텔 투숙 및 휴식 

 

※ 카파도키아 동굴호텔은 4성~5성으로 사용 되어집니다.   

HOTEL : MDC CAVE HOTEL CAPPADOCIA 4*,KALSEDON CAVE SUITES 5*, MINIA CAVE HOTEL 5* OR SIMIAL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동굴식당 항아리케밥)                           석식 :   호텔식                                      

5일차 

카파도키아 콘야 안탈리아 

▶ 호텔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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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 옛 이슬람의 정교함이 묻어나는 건축물 세리미예 자미(외관)     

 

▶ 지중해 휴양도시 안탈리아로 이동 (약 4시간 30분 소요)     

 

▶ 관광 

- 안탈리아 구시가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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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세하고 뛰어난 조각들로 장식된 하드리아누스의 문     

 

※ 선택관광: 올림푸스 케이블카 (90유로/1인당)     

- 올림포스 산 정상을 고속 케이블카로 올라가 에메랄드 및 지중해를 감상할 수 있는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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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푸스 케이블카 탑승은 날씨 상황에 따라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Ramada Resort Lara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콘야전망대 레스토랑)                           석식 :   호텔식                                      

6일차 

안탈리아 파묵깔레 

▶ 호텔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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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 새하얀 눈이 덮힌 것 같은 석회붕과 노천온천 조망     

 

- 고대도시의 거대한 원형극장 히에라폴리스     

 

▶ 호텔 투숙 및 휴식     

 

※ 온천 호텔 숙박(수영복 및 수영모자 준비하여 주세요.)      

※ 지역적 특성상 호텔이 다소 열악할 수 있습니다.  

HOTEL : ADEMPIRA TERMAL & SPA HOTEL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7일차 

파묵깔레 쉬린제 셀쭉 (에페소) 아이발릭 

▶ 호텔 조식     

 

▶ 터키속의 작은 그리스 쉬린제 로 이동 (약 3시간 소요)     

 

▶ 관광 

- 터키속의 작은 그리스 쉬린제 구시가지 관광     

※ 비가 많이 오거나 도로사정이 좋지 않을시에는 일정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에페소 유적지가 있는 셀쭉으로 이동 (약 20분 소요)     

 

▶ 관광 

- 고대 7대 불가사이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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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시아 시대의 수도였던 기독교의 중심지인 에페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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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페소에서 가장 아름당누 건축물 셀수스 도서관     

 

▶ 아이발릭으로 이동(약 3시간 소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HALIC PARK AYVALIK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양갈비+와인1잔)                           석식 :   호텔식                                      

8일차 

아이발릭 트로이 차낙칼레 입살라 데살로니키 

▶ 호텔 조식     

 

▶ 트로이로 이동 (약 2시간 30분 소요)     

 

▶ 관광 

- 트로이 유적지 및 트로이의 목마 조형물 관람     

 

▶ 차낙칼레를 경유하여 터키와 그리스의 국경 입살라로 이동 (약 2시간 30분 소요)     

 

▶ 그리스 국경에서 가이드 미팅하여 데살로니키로 이동 (약 4시간 소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PORTO PALACE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9일차 

데살로니키 메테오라 아테네 

▶ 호텔 조식     

 

▶ 하늘위의 기적을 볼수 있는 메테오라로 이동 (약 3시간 소요)     

 

▶ 관광 

- 기암 절벽으로 세워진 메테오라 수도원 방문 (2곳 방문)  

 

※ 주의 - 민소재, 반바지, 샌들 등의 노출이 심한 복장은 입장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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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성화 및 메테오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감상     

 

▶ 아테네로 이동 (약 4시간 소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DIVANI PALACE ACROPOLIS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호텔 조식 (또는 도시락)     

 

▶ 피레아스 항구로 이동      

 

▶ 고속 페리 탑승하여 산토리니로 이동 (약 4시간 30분 소요)     

 

▶ 관광 

- 이아 마을, 피라마을 등 산토리니 관광     

 

▶ 호텔 투숙 및 휴식     

 

※ 산토리니 호텔은 4성 또는 5성 호텔로 사용합니다.  

HOTEL : SPLENDER RESORT 5* / SANTORINI PALACE 4*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10일차 

아테네 피레아스 산토리니 

▶ 호텔 조식     

 

▶ 관광 

- 이메로비글리, 레드비치, 페리사비치, 피르고스성(외관) 등 산토리니 관광     

 

▶ 와인 박물관 및 와인 테스팅     

 

▶ 공항으로 이동     

 

▶ 산토리니 티라 공항 출발     

 

▶ 아테네 공항 도착  

11일차 

산토리니 아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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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MARRIOTT ATHENS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산토리니 바닷가 전망)                            석식 :   한식                                      

12일차 

아테네 수니온곶 

▶ 호텔 조식     

 

▶ 관광 

-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올림픽 경기장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 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 니케신전     

 

- 소크라테스 감옥, 중심 번화가인 산타크마 광장 및 대통령 궁(외관)     

 

▶ 수니온 곶으로 이동      

 

▶ 관광 

-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모셨던 포세이돈 신전(내부)     

 

※ 선택관광: 아테네 야경투어 (60유로/1인당)     

- 아크로폴리스 야경감상 및 음료 1잔 제공   

 

▶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MARRIOTT ATHENS 5* OR SIMILAR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수블라끼&기로스)                                       

13일차 

아테네 각 지역 

▶ 호텔 조식 (또는 도시락) 후 공항 이동     

 

▶ 아테네 공항 출발 - 이스탄불 경유      

 

▶ 이스탄불 공항 출발 

 

▶ 각 지역 도착 후 자유 해산  

HOTEL :  

조식 :    호텔식  또는 도시락                  중식 :  X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