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여행 일정표
■ → 고민중 ■ → 더찾아볼것

차수 날짜 시간
장  소

내  용 가격 비고
대분류 소분류

1일차
2014-08-24

(일)

10:20 한국 인천 국제공항 한국 출발 2,256,000 아시아나 항공
16:10 터키 이스탄불(Ataturk Airport) 터키 도착 -

17:30 터키 이스탄불(Ataturk → Taksim) 숙소(레몬 레지던스) 로 이동 9,410

차량 35분 예상 (이동거리 24.3km)
- 픽업신청시 레몬레지던스에 EUR30(=41,300원정도)로 가능
- HAVATAS(공항버스) 이용시 10TL, 현금지급, D승차장에서 96T번 탑승
- 공항버스이용방법 : http://blog.naver.com/rano_0114/100198252243

18:30 터키 Check-In 및 짐풀기

19:00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Bosphorus Straits)

크루즈-호텔픽업

163,800 디너크루즈,석식포함, Katibim (터키식 뮤지컬 공연), 밸리 댄스 등 공연 감상
(하나투어 현지투어)

20:00 보스포러스 크루즈 출항 (에미노뉴(Eminonu)부두)

23:00 항해종료

24:00 호텔드롭

1:00a 터키 이스탄불(Taksim) 취침

숙박 이스탄불
호텔명: 레몬 레지던스

Sehit Muhtar Mh. Altinbakkal Sk. No:42
Taksim Beyoglu Istanbul Istanbul 34435
호텔 정보: +90 212 3619385

85,818

2일차
2014-08-25

(월)

7:30 터키 이스탄불(Taksim) check-out 차막히니까 일정 일찍 움직일것 !

8:00 터키 신시가지(taksim 탁심)

관광 시작
탁심광장
→ 돌마바흐체 궁전 (휴관) 눈팅
→ 이스티클랄 거리 (성안토니오성당/노스텔지어 트램)
(→ 갈리타타워와 갈리타교 ; 갈까?말까? )

☞돌마바흐체가는법
　: 탁심광장에서 트램 →종점 카바타스에 내려 걸어서 5분정도(차량:약4분/도보18분)
☞돌마바흐체입장료
　: 메인궁만 보면 30리라(한화로 약 15000원),하렘까지 함께 보면 40리라(약 20000원)

8:30 터키 탁심 Taksim → 시르케지역Sirkeci Garı) 술탄아흐멧으로 이동(시르케지역 들렀다 갈것임)

☞술탄아흐멧 가는법
- 택시이용시 : 17분정도 이동(막힐수있음 4.6km)
- 대중교통
　 ①지하철 탑승 [탁심역]→[카바타쉬]
　 ② [카바타쉬] 에서 트램갈아탄후 [슐탄아흐멧] 또는[귤하네] 에서 하차
　 (역 순서: 카바타쉬-픈득클르-톱하네-카라쿄이-에미뇨뉴-시르케지-귤하네-술탄아흐멧)

9:00 터키 시르케지역 Sirkeci Garı→ 술탄아흐멧 Sultanahmet짐맡기기

☞코인락커관련 포스팅글 : http://bit.ly/1tgMgyM
☞ 체크포인트) 아가사크리스티 소설 '오리엔탈특급살인'의 배경인 시르케지역/오스만 제국의 영광
이 채 끝나지 않았을 무렵인 20세기 초에 런던에서 출발한 호화 특급 열차인 오리엔트 특급 열차가
마지막으로 정착하던 곳

9:30 터키 술탄아흐멧 Sultanahmet 아침식사 탐색중

10:00 터키 이스탄불(Sultanahmet 술탄아흐멧)

관광 시작
블루모스크(꽃누나 나왔던사원/청탑6개/파란색)
→ 아야소피아성당(청탑4개/붉은색/월요일 휴관)
→ 히포드럼광장(Hippodrome)
→ 지하저수지(예레바탄 사라이)

☞도보 이동 가능

11:40
점심식사
- 괴프테지시 sultanahmet koftecisi
- 블루모스크 앞 트램길/트램역에서 우측으로 조금가면됨

☞ 괴프테지시 http://blog.naver.com/soymj/220068349405
- 대기 있을수있음 양고기로 만드는 괴프테
- 고기 15리라,케밥26리라,샐러드5리라,음료 콜라 약 2리라

14:00 터키 이스탄불(Taksim →Sabiha Gokcen Airport) 공항으로 이동 ☞ 공항(사비하 곡첸 공항) 가는법 :  약 1시간21분(55km)
- 대중교통 : http://blog.naver.com/hxtaking/220095497561

15:35 터키 (SAW) Sabiha Gokcen Airport 국내선 비행기 출발 140,943 1시간20분 이동
16:50 터키 (ASR) Kayseri 국내선 비행기 도착

17:20 터키 괴레메(Kayseri Airport →Goreme ) 숙소로 이동

☞이동방법 (소요시간 : 1시간38분 (81.5km))
1. 택시이용시 : 130리라 정도
2. 셔틀이용시 : 항공사에서 의뢰받은 여행사 운항하는 형태
반드시 사전예약 해야함/ 1인당 20리라 (직접하면 17) -2009년자료

18:30 터키 카파도키아_괴레메(Goreme) Check-In 및 짐풀기

19:30 저녁식사 탐색중  (항아리케밥???)



숙박 카파도키아(괴레메)
호텔명 : 캐슬 케이브 하우스

Gaferli Mah. No: 24, Nevsehir Goreme
호텔 정보: +90 384 2712522 61,298

☞캐슬케이브 가는법
캐슬케이브라고하면 인근 숙소주인들도 잘모릅니다.
인포에서 상점들 밀집길로 쭉 따라들어가다보면 거의 끝쪽에서 오른쪽에 신라면 가게잇습니다.가게
등지고정면봣을때 젤 높은 동굴하우스잇습니다.간판으로 찾다가 하루죙일걸리니.높은동굴위치파
악부터 하고 그쪽으로가보심이...아님 신라면 아저씨랑 캐슬 케이브사장 둘이 친구니 물어보세여.근
데 걘적으로 캐슬 케이브 비추요.시설은 좋지만 주인장이 불쾌스러워

3일차
2014-08-26

(화)

4:30 터키 카파도키아_괴레메(Goreme) 호텔픽업
☞예상 가격 / id: merhabatour 카톡친구
☞까페 : http://cafe.naver.com/merhabaistanbul.cafe5:00 열기구투어 298,840

7:30 호텔드롭

8:00 아침식사 0 ☞호텔조식

9:30 관광시작
괴레메 파노라마-데린쿠유-으흘라라계곡-야프락히사르-셀리메수도원 122,246

12:00 점심식사 0 ☞식사무료 / 음료불포함

17:20 호텔드롭

18:00 엘리스 카파도키아 하맘 Elis Kapadokya Hamami 56,400 입장료+마사지+때밀이세트 60TL / 오토가르에서 도보로1분 (입장료만은 얼만지?)
전화 0384-271-2975

19:30 저녁식사 탐색중

20:30 숙박 야간버스 괴레메-데니즐리-파묵칼레 (직행버스 없음) 51,840 11시간정도 예상
데니즐리-괴레메 야간버스 티켓 1인당 55리라 (그린투어 때 가이드 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4일차
2014-08-27

(수)

6:00~10:00사이터키 파묵칼레 도착
11:30 아점식사 사먹어야 함
12:00 호텔체크인 및 짐풀기 11:30부터 체크인 가능함

13:00 석회층
수영복으로 돌아다닐 수 있음
파묵칼레 석회층+히에라폴리스 통합입장권 25리라
석회층은 맨발출입이므로 신발담을 비닐봉지 가져갈것 / 석회층은 한번입장하면 재입장절대 불가

15:00 유적온천 32리라..입장안해도됨 (구경만)사물함 열쇠꽂힌것 있으면 사용해..아님 유료
후시딘/대일밴드 챙겨갈것, 바닥이 울퉁불퉁(샌들이나 워터슈즈)

16:00 히에라폴리스

17:00 저녁 식사 및 휴식 탐색중

숙박 파묵칼레
호텔명 : 멜로즈 하우스 호텔

Pamuk Mahallesi,Vali Vekfi Ertürk, Denizli, 20280
Cad. No:8, Pamukkale
호텔 정보: +90 258 272 22 50

47,677 체크인 11:30 부터

5일차
2014-08-28

(목)

7:00 터키 파묵칼레 아침식사 ☞ 호텔조식
9:00 호텔체크아웃
9:40 파묵칼레 → 데니즐리 기차역으로 이동 3,280 돌무쉬 탑승(인당 3.5리라) / 예약안해도되나? 더찾아봐

13:40 데니즐리 → 셀축 기차로 이동 14,100
http://blog.naver.com/wndlssal123/50188554605
자유석이 기본이며 역까지는 자유롭게 들어가서 차내에서 검표하는 시스템
소요시간 3시간정도 (인당 약15리라)

점심식사
16:40 셀축 셀축관광
21:45 셀축 → 이스탄불

숙박 야간버스 데니즐리-ataturk 공항

6일차
2014-08-29

(금)

9:00 터키 ataturk 공항 짐 맡기기 코인락커
9:30 터키 ataturk 공항 → 슐탄아흐멧 대중교통 이동 HAVATAS(공항버스) 이용

10:00 터키 술탄아흐멧 Sultanahmet 아침식사 탐색중

11:00 터키 이스탄불(Sultanahmet 술탄아흐멧)

관광 시작
블루모스크(꽃누나 나왔던사원/청탑6개/파란색)
→ 아야소피아성당(청탑4개/붉은색 20TL)
→ 히포드럼광장(Hippodrome)
→ 지하저수지(예레바탄 사라이)

☞도보 이동 가능

12:00 이스탄불(Sultanahmet 술탄아흐멧)
점심식사
- 괴프테지시 sultanahmet koftecisi
- 블루모스크 앞 트램길/트램역에서 우측으로 조금가면됨

☞ 괴프테지시 http://blog.naver.com/soymj/220068349405
- 대기 있을수있음 양고기로 만드는 괴프테
- 고기 15리라,케밥26리라,샐러드5리라,음료 콜라 약 2리라

14:00 터키 슐탄아흐멧 → ataturk 공항 공항으로 이동 여유있게 갑시다. 공항가서 쇼핑도 해야하니..



17:30 터키 이스탄불(Ataturk Airport) 터키 출발

7일차
2014-08-30

(토) 9:20 한국 인천 국제공항 한국 도착 -

합계 3,31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