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로피아 ●

터 어 키    완 전 일 주   8박 9일

날  짜 장    소 세         부         일        정 식     사

제1일 각지역 미주 각지역에서 예약된 항공사 탑승 카운터에서 공항 check in 기내식

제2일 이스탄불

터어키 최대의 도시이며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던 이스탄불 도착후

아타투르크 공항에서 가이드 미팅 후

그랜드 바자르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그랜드 바자르 : 007 스카이폴과 테이큰2를 로케이션 했던 1461년에 세워진 
지붕이 있는 시장이란 뜻의 그랜드 바자르 시장 관광

석식 : 소고기로 만든 터키식 떡갈비 쾨프테 케밥

HOTEL check in 

ANY 4star class

점심 : 기내식

석식 : 현지식

제3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기상 및 조식후 

이스탄불 시내를 이동하여 살아있는 로마 유적 관광   

1. 벤허와 같은 고대 로마시대의 전차 경기장 히로드럼 관광
2. 비잔틴 제국의 최고의 masterpiece 이스탄불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경이롭고 
   웅장한 성소피아 성당 관람 
3. 이슬람 정통 사원인 실내 내부에 21030개의 푸른색 타일이 있는 신비스러운
   블루모스크 사원 관람

조식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4. 오스만 황제 한명을 위하여 요리사 5,000명을 두고 살았던 호화스러원 궁전
   톱카프 궁전 관광

점심 : 다진 양고기를 숯불에 구워먹는 아다나 케밥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후 카이세리 공항으로 출발   

공항 도착후 

석식 : 호텔식 

HOTEL check in 

HOTEL : Hilton HOTEL or Similar

제4일 카파도키아

기상 및 조식후 

진작에 카파도키아를 왔었더라면 굳이 달에 안가도 되었을 꺼라고 말한 암스트롱
이 말한 천하제일경인 카파도키아 관광

※ 버섯바위를 보고 영감을 얻어 만화로 만든 벨기에 작가 스머프 마을의 고향 
   파샤바 계곡

※ 바위를 직접 손으로 파서 만든 교회나 집을 만들어서 살았던 괴레메에 야외 
   박물관 

※ 인류 최초의 주상복합건물 카파도키아를 동서남북으로 두루 살필수 있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우치히사르 

※ 낙타바위 형상을 하고 있는 데브란트 계곡 

조식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중식 : 양고기, 소고기 각종 야채를 집어넣고 화덕에다 익히는 슬로우 푸드 
       건강식 항아리 케밥 식사

※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땅을 파서 만든 대규모 지하도에 데린쿠유 관광

옵션 : 1. 버스나 걸어서 가기 힘든 독특한 지형과 절벽을 손으로 판 후 그 안에   
          세워 놓은 수도원과 교회를 지프차를 타고 체험하는 사파리투어(90유로) 

       2. 유럽인들이 죽기전에 해야할 버킷리스트 10가지 중에 당당히 1위는 뽑힌
          열기구 투어 (210유로)

호텔 귀환 후

석식 : 호텔식

다산과 풍요의 춤, 술탄의 눈에 들어 왕후가 되려고 처절하게 춤을 추었던 밸리
댄스 관광 (터키 코냑 + 에페스 맥주 + 과일, 야채 안주 무한제공)  (70유로 포함)

 
HOTEL : Hilton HOTEL or Similar

제5일 안탈리아

호텔 조식후 안탈리아로 이동 

실크로드의 낙타대상들이 40Km마다 숙박할 수 있는 오브룩한 카라반 사라이 
상인들의 숙소 관광 

점심 : 마르코 폴로가 배워서 이탈리아로 전해 주었던 터키식 피자 (피데)

※ 안탈리아로 이동 (약 4시간 30분 이동)

조식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 지중해의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휴양도시 안탈리아 관광     

※ AD 130년 로마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곳을 방문해 기념으로 만든 
   하드리아누스문

※ 지중해를 바라보기 가장 아름답다는 평을 듣는 카라말리오올루 공원 

※ 안탈리아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이정표인 모스크첨탑 이블리미나레 

※ 우리의 인사동 같은 올드시티를 걸어서 다니며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수 
   있는 장소 칼레이치 구시가지

옵션 : 안탈리아 하이라이트인 오드리 헵번, 소피아 로렌이 감탄을 연발했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바라보는 최고의 감성 투어

안탁리마 유람선 투어 (50유로)

석식 : 호텔식

HOTEL check in

HOTEL : Holiday inn or Similar

제6일
안탈리아

파묵칼레

호텔조식 후

옵션 : 그리스신들의 기거 하는곳 
       올림푸스산을 스위스 융프라우 같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올림푸스
       관광 (90유로)

점심 : 방목해서 키운 닭을 숯불에 구워서 나오는 닭숯불 바베큐

조식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 초기 기독교 교회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방문 (옵션 30유로 포함)         
   파묵칼레로 이동 (약3시간 이동)

※ 터키인들은 아름답다는 표현을 이지역 이름을 이용해 파묵칼레로 부를정도로 
   파묵(목화) + 칼레(성)

※ 하얀 목화같이 석회 성분의 온천수가 빚어낸 장관 때문에 붙은 절경인 장소 
   파묵칼레 온천 체험 (수영복, 수영모, 샌들 지참)
   
※ 고대 유적지 원형극장인 히에라폴리스 관광            

석식 : 호텔식

HOTEL check in

HOTEL : TERMAL SPA HOTEL or Similar

제7일

파묵칼레

에페고

아이발루

호텔조식 후

고대도시 에페소로 이동 (약 2시간 30분 이동)

양가죽 옷을 입고 모델들이 패션쇼를 하는 유품옷 OEM 방식으로 만드는 양가죽
전문매장 방문

점심 : 유기농으로 키운 야채비빔밥과 김치찌개 식사 

성서상의 에네고인 에페소 관광

※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선사한 하드리아누스 신전 

조식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 헬레니즘 시대의 쇼핑거리 아카디우스 도로

※ 2000년전에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

※ 사도바울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간 머물렀던 두란노 서원 

※ 아르테미스 신전

※ 로마시대 원형극장

사도요한 교회 및 무덤 방문 (옵션 30유로 포함)

※ 포도주는 유명한 쉬린제 마을로 이동하여 와인을 시식후 아이발릭으로 이동

석식 : 호텔식

HOTEL check in

HOTEL : HALIC PARK or Similar

제8일

아이발룩

트로이

이스탄불

호텔조식 후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에 나오는 일리어드의 배경지 트로이 지역으로 가서 트로이
목마 관광

점심 : 고등어 케밥

이스탄불로 이동 (약 4시간 소요)

※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 유람선 관광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식



※ 로마가 지은 실내 건축물로서는 제일 큰 궁전 이었던 것을 지하물저장고 쓰인
   인페르노 영화 수중전 scene을 로케이션 했던 예레바탄 사라이 물궁전 관광
   (옵션 30유로 포함)

※ 터키에서만 나오는 값비싼 화장품에 들어가는 장미오일 원액을 살 수 있는 
   매장 방문

석식 : 닭육계장 + 파전 + 불고기 한식

옵션 : 야경투어 (50유로)

※ 이스탄불 최대 중심거리 작심 광장과 이스티크랄 거리 자유시간 

※ 세계 최초 지하철 튀넬 (1875) 탑승

※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갈라타 타리

※ 마지막을 대미로 장식한 성소피아 성당

HOTEL check in

HOTEL : HILTON HOTEL

제9일 이스탄불

호텔 조식후

국제선 공항으로 이동

미국 각 지역 공항으로 출발

안녕히 가십시요

조식 : 호텔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