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1번째 날. 타슈켄트.
타슈켄트 공항에서 비행기 도착시간에 맞춰서 픽업. 호텔로
이동, 체크인. 자유시간. 호텔에서 취침

타슈켄트-사마르칸트-부하라-타슈켄트
2019년여행 일정:
28.08—01.09; 23.09—27.09; 07.10—11.10;
14.10—18.10; 20.11—24.11.2019
투어는 참가자의 수에 관계없이 진행됨.
그룹이 8명 이상일 경우, 가이드-통역사 무료 서비스

우즈베키스탄 투어- 유명한 역사적 장소와 도시
들을 방문하는 것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가장 의미 있는 이유이다.
중세 모스크, 마드라사 및 광탑, 공예품 작업장,
맛있는 우즈베키스탄 요리, 항상 시끄러운 시장
들, 조용하고 좁은 거리들, 열렬한 열기와 잠이 들
지 않는 밤, 사막과 오아시스의 조화들은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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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날. 타슈켄트(투어). 타슈켄트 – 사마르칸트(330 км,
4-5 시간).
호텔에서 아침식사.
09:00 호텔 체크아웃후 홀에서 집합
В 09:30 타슈켄트 투어: 하스트-이맘 광장, 바라흐-하나 마
드라사(마드라사는 이슬람 교육기관이다), 카빨-알-샤시 마
자르 무덤, 쿠켈담 마드라사, 타슈켄트에서 가장 오래된 시
장-쵸르수 방문.점심식사후, 응용미술 박물관, 독립광장, 아
미르 테무르 스퀘어 방문.
В 15:00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로 이동. 사마르칸트 도
착-호텔 체크인. 호텔에서 취침.
3 번째 날. 사마르칸트
호텔에서 아침식사. 10:00시 사마르칸트 투어: 중앙아시아
에서 가장 유명한 광장-레기스딴 (울룩벡 마드라사, 셰르도
르 마드라사, 틸랴카리 마드라사) 타르멜란 대제의 무덤인,
구르-에미르 무덤 방문. 점심식사후 사마르칸트 투어 계속
진행: 비비-하눔 모스크, 샤히-진다, 울룩벡 관측소. 호텔에
서 취침.
4번째 날. 사마르칸트 - 부하라 (300 км, 4-5 시간).
호텔에서 아침식사. 아침 8시 호텔 체크아웃 후 집합.
부하라로 이동. 도착후 호텔 체크인.
점심 식사 후 부하라 투어 시작: 랴비-하우즈, 쿠켈다쉬 마드
라사, 나디라 디반베기 마드라사, 쇼핑 돔 방문. 부하라 금 자
수 공장과 아스타라칸(양 모피) 공장 전시 룸 방문.
5번째 날. 호텔에서 아침식사. 부하라 투어: 사마니돕 무덤,
차시마 아윱 무덤, 볼로-하우즈 컴플렉스, 아르크 요새, 포이칼랸 컴플렉스, 압둘아지즈-하나 마드라사, каракулевой
мастерской. 울룩벡 마드라사.
점심식사 후 공항으로 이동. 부하라에서 모스크바로 이동 (
공항 «부누코바»).

인당 가격2019:
전통 숙박시설

호텔(4성급)

2인실

380 USD/인당.

475 USD/인당.

1인실

+95 USD

+180 USD

가격 포함:
• 공항 픽업(올때/갈때);
• 아침식사 제공 호텔 숙박;
• 투어 프로그램에 따른 관광;
도시마다 가이드 서비스/8명 이상일 경우 동행 가이드.;
• 투어 내내 에어컨 작동 되는 차;
• 매일 생수 제공;
• 기념품 제공.
가격에 포함 되지 않음:
• 기념비나 박물관 입장비;
• 식사비;
• 의료 보험비.
호텔. 가격에는 다음 카테고리의 호텔의 숙박비가 포함된다.
• 부티크-호텔- 전통 스타일로 장식된 아늑하고 편안한 호
텔. 편안한 숙박을 위한 모든 것이 제공됨.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따듯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 호텔(4성급) – 현대 유럽식 호텔이며, 인프라, 인테리어 룸
및 서비스 품질은 높은 수준. 시내와 주요 관광지에 가깝
고, 도시 중심의 위치.
교통수단. 저희 투어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
의 차를 제공함.
•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Hyundai Grand Starex)” (6인
승)
• “미쓰비시 로사(Mitsubishi Rosa)” (15인승)
‘• 골
 든 드래곤Golden Dragon” (45인승)
3일 모스크바 투어(190USD 부터) 와 같이 연결해서 여행하
는 것을 적극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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