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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요르단행 선택 여행의 확실한 출발
이집트 레저베이션 센터 1300 36 26 40
www.egyptr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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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THE
WONDERS OF EGYPT
이집트의 경의로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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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는 이집트 사람들은 알란 와 샬란(우리집에 오
신 걸 환영합니다)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사람들은 여러분이 전세계 어느곳에서 만
나든 가장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레저베이션센터는 1995년에 세워졌으며
이집트,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과 같은 나라들이
선사할 매력적인 즐거움들을 기대하는 호주인들
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전문여행기관입니다.
Erc는 Safwat Elbanna 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
으며 특히 이집트와 중동지역에 대해 경험 많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된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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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피라미드 관광부터 유적지 그리고 장대한 이집트 박물관 견학 및 세계 최
상급 호텔과 리조트와 더불어 최상급 식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ERC는 고
객의 이집트여행을 위한 의심할 여지 없는 최고의 여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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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는 귀사의 향상된 삶의 경험을 통해 얻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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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예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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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의 소유주이자 경영자인 Safwat Elbanna는 관광업계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RC는 여행자들에게 실제적인 경험과 최신의 이론적 지식까지
접목시켜 줌으로써 고객의 기억에 남을만한 삶의 경험이 될 것을 보장합니다.
ERC는 호주내의 여행사 중에는 유일하게 카이로,이집트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이는 귀하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받게 될 최상의 서비스가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보장합니다.
더욱이 ERC의 현지 이동차량으로 공항에서 호텔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
으며 여행중에는 최고의 견습과정을 거친 ERC의 전문스텝이 고객을 수행하며
당신의 휴일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REGIONAL
TRAVEL TIPS
지역별 여행정보

이집트에 관하여

의 복

음식, 물

이집트는 불가사의한 스핑크스와 거대한 신
전들과 함께있는 기자,테베,럭서의 경의로운
피라미드들과 영광스러운 고분들 그리고 아
부심벨의 람세스 2세에게 바쳐진 거대하고
찬란한 기념비와 거대하게 펼쳐진 분주한 카
이로 시티는 중세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
회교들과 재래상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챙모자,선그라스,시원한 면 소재의 옷, 편한
신발이 오전에는 필수품입니다. 저녁에는 점
퍼나 두꺼운 상의가 유용하며 캐주얼한 옷차
림이 일반적이지만 정숙한 옷차림도 많이 입
습니다.

수도시설은 염소처리가 많이 되어있어 시중
에서 파는 물을 추천합니다. 병으로 파는 물
을 먹는 것이 좋으며 모든 호텔이나 식당 길
거리 가게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조
리되지 않은 음식이나 현지에서 만들어진 차
가운 음료수는 주의를 요합니다.

이슬람교도가 인구의 86% 차지하며 대부분이
수니파 모슬림이며 기독교인구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하여 14%정도입니다.
국민성
이집트인은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이며 당
신은 어딜가나 환대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는 물건을 팔려
고 다가오는 상인들을 만날 수 있으므로 어떻
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상대해야 하는지 주의
해야 합니다.
기 후
이집트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중동기후지역
이며 전반적으로 건조하고 온화한 지역입니다.
여름 (5월부터10월)은 온도 변화가 20도에서
35도이며 겨울 (11월에서 3월)은 온도 변화는
12도에서 25도이다. 1월에서 3월은 우기입니다.

쇼 핑

여 권

보통 상점은 9시에서 12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엽니다. 정부기관은 9시에서 3시
까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엽니다. 이집트
면의 품질은 세계적입니다. 당신은 면,비단,골
동품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또한 금으로 유명합니
다. 주요 취급품목은 18k 와 21k 이며 호주나
유럽 내의 가격과는 비교해서 매우 싼 편입니
다. 다른 기념품들은 설화석교와 파피루스,
작은 파라오(조각)상과 가죽 공예품들 입니다.
카펫은 최상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매매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구매의 과정으로 적정가보
다 부풀려진 가격대의 초반으로 흥정합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는 모든 외국인은 유효한 여
권과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비자는 호주
캔버라에 있는 이집트 대사관이나 시드니에
위치한 총영사관 혹은 멜번에서 발행합니다.
또한 비자는 이집트 공항 창구에서 현금 17불
정도를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 여행중 여권이 유효 한 지 확인하는
것과 모든 필요한 비자를 항상 소지 하는 것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보 험

건강검진
이집트에 입국할 시 황열지역을 통과 하거나
감염지역에서 도착한지 6일내가 아니라면 특
별히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건강보험은 꼭 가입 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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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언어는 아라비아어지만 대부분 사람이 영
어와 불어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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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봉사료)을 주는 것은 이집트에서 서비스에
대한 관례입니다. 안내책자들의 정보로는 한
장소에서 한사람에게 미화로 약 2-3불, 개인
기사에겐 하루 4~5불, 짐꾼소년은 1인당 1불,
호텔 식당은 계산서의 10~15프로를 내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아라비아어로 팁이란 뜻은
‘Baksheresh’(박세레쉬) 입니다.

R

이집트 인구는 7천만이며 대략 1700만명의
인구가 그 수도인 카이로에 살고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이집션파운드로 100피아스터로
나뉩니다. 모든 호텔은 미국달러로 계산을 하
며 많이쓰는 현금은 지폐로 바꿔 충분히 갖
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지폐는 낮은 단위부
터 1,5,10,20,50과 100이며 피아스터는 5,10,
25와 50단위가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화폐교
환 창구에서 미국달러를 이집트 파운드로 바
꿔 주기도 합니다. 특히 호텔이나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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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전설과 불가사의 발견
FULLY INCLUSIVE TOUR - CAIRO | LUXOR | ASWAN | NILE CRUISE
모든것이 포함된 여행 - 카이로, 럭서, 아스완, 나일유람선

11 DAYS | 10 NIGHTS
10박11일

이집트 여행의 모든 것
DAY 1

CAIRO (카이로)

이집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당신은
카이로 관광 대표자를 만나고 호화로운 기자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보
이는 메나 하우스 오베로 호텔에 도착하게 됩니다. 체크인 후에는 간
단히 휴식을 취하고 (선택사항) 콥틱과 이슬람 카리로 혹은 파라오닉
마을 투어를 하게 됩니다.(14쪽 참고) 혹은 밤이 되면 ERC가 당신을
기자의 피라미드에서의 환상적인 음향과 빛의 쇼로 관객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 중 | 석 |
DAY 2

CAIRO (카이로)

우리의 종일관광은 세계의 고대 7대 불가사의인 Cheops, Chephren,
Mycerinus (체옵, 체프런, 미세리너스) 피라미드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2620) 체프런의 시간을 거슬러온 기자의
거대한 스핑크스를 만나게 됩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전기,후기 이집트
를 통틀어 5000년전의 첫번째 왕조였던 멤피스를 방문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상으로 전 이집트에서 최고로 흥미있는 사카라를
방문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묵습니다. | 조 | 중 | 석 |
DAY 3

CAIRO | LUXOR (카이로l럭서)

이른 조식 (혹은 아침식사 도시락세트)를 호텔에서 마친후 럭스로 향
하는 비행기를 타기위해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당신은
우리 관계자를 만난후 현지에서 하워드카터가 머물렀으며 투탕카맨의
왕릉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5성 호텔 옛 겨울 궁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시내의 경관을 즐기거나 혹은 선택사항으로
카낙사원에서 펼쳐지는 빛과 음향 쇼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조 | 중 | 석 |

DAY 6

아침 부폐식 후 관광가이드가 당신과 함께 에두푸에 있는 호루스의
사원을 방문한 후 다시 나일 유람선으로 와서 점심식사를 합니다. 그
후 콤옴보로로 항해를 합니다. 도착을 하면 소벡과 하로이리스라는
두 신으로 나뉘어진 신전을 방문한 후 아스완으로 항해를 하며 배위
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유람선에서 묵습니다. | 조 | 중 | 석 |
DAY 7

DAY 8

DAY 9

CRUISE (유람선)

아침 부폐 식사후, 당신은 테베의 소도시와 하쉽숫 여왕의 사원과 두
개의 멤논의 거상을 포함한 서둑을 방문하게 됩니다. | 조 | 중 | 석 |

ASWAN | CAIRO (아스완l카이로)

호텔에서 풍성한 조식후 카이로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
다. 카이로에 도착한 후 세계 수준급 5성 호텔인 메리어트 호텔로 가
게 됩니다. 선택사항으로는 람세스 2세와 그의 부인인 네페터리의 사
원을 방문하는 아부심벨 관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항공편 확인을
위해 미리 예약하십시오. | 조 | 중 | 석 |
조

사진:람세스상

DAY 5

ASWAN (아스완)

아침식사후 유람선에서 하선합니다. 그 후 아가사 크리스티를 비롯한
많은 명사들이 아스완에 있는동안 머물렀던 아스완에 있는 전설적으
로 오래된 폭포를 방문합니다. | 조 | 중 | 석 |

CAIRO | NILE CRUISE (카이로l나일유람선)

호텔에서 풍성한 아침부페 후 당신이 머문 5성 미스월드를 떠나 영
어를 쓰는 일행 및 안내원들이 있는 나일강의 사라공주 호 유람선에
합류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카낙사원과 룩서 사원을 방문 합니다.
저녁식사 후에는 라이브 쇼를 즐깁니다. | 조 | 중 | 석 |

CRUISE (유람선)

배 위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후 높은 댐과 필래사원을 방문합니다. 펠
루카 배를 타고 휴식을 취하며 섬들을 돌아본 후 다시 유람선으로 돌
아와 유흥을 즐기고 저녁을 먹은 후 배에서 묵습니다. | 조 | 중 | 석 |

약어
DAY 4

CRUISE (유람선)

조식

중

중식

석

석식

왼쪽 : 기자 피라미드(사진-켄 던칸)
아래편 상단부터 하단까지 :
스핑크스
크한 엘 칼릴리 시장의 향신료
모함미드 알리 회교사원
고대 겨울 궁전
호루스 사원

DAY 10

CAIRO (카이로)

우리의 종일 단체관광은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이집트 유적의 최
고의 저장고인 이집트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하메
드알리의 설화석고 회교사원으로 약 700년 동안 이집트의 중심지였
던 성채를 방문한 후 엘 칼릴리의 유명한 시장으로 걸어서 갑니다.
호화로운 유람선 위에서의 저녁만찬을 갖게되며 동양적이고 또한 지
역적인 색체의 음악쇼와 벨리댄서를 감상하게 됩니다. | 조 | 중 | 석 |
DAY 11

CAIRO (카이로)

호텔에서 아침식사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기전
쇼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은 연장 관광을 택하여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10-13쪽 참고) | 조 |
전설의 이집트 투어 포함내역
기자피라미드의 빛소리 쇼 방문을 환영합니다.
카이로 BB 베이시스에 있는 호화 메나하우스 오메로이 호텔에서의 2박
카이로의 메리어트 호텔에서의 2박
사라진 세계의 5성 나일 크루즈에서의 4박
(사라여왕 럭서에서 아스완까지의 선박에서 모든 것 제공)
옛 겨울궁전의 럭서에서의 1박
BB 베이시스에 있는 오래된 아스완 폭포에서 1박
모든관광의 개인 입장료 포함
교통편과 안내원
카이로에서 유람선 위의 마지막 저녁식사
공항까지 왕복 교통편
카이로에서 럭서-아스완에서 카이로까지 국내항공편
모든식사 포함
** 여행일정은 유람 사정에 따라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관광은 매주 목요일에 시작되며 별도로 카이로행을 제외하고 호주에서의
출발은 매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 1200.00

아부 심벨 선택

$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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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인 이집트 불가사의 발견
CAIRO, NILE CRUISE AND ALEXANDRIA
카이로, 나일유람선, 알렉산드리아

10 DAYS | 9 NIGHTS
9박10일

눈을 뗄 수 없는 장엄한 유적 관광
DAY 1

CAIRO (카이로)

이집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면 카이로 관
광대표를 만나서 장엄하게 흐르는 나일강이 보이는 카이로 세라톤
호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남은시간은 휴식을 하며 카이로 주변 경관
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일 밤 당신은 벨리덴스와 포크뮤직을 감상하
며 유람선에서 저녁식사를 합니다. | 석 |
DAY 2

DAY 5

CRUISE (유람선)

선상에서의 아침식사후 에드푸에 있는 호루스사원을 방문합니다. 그
후 콤 옴모로 항해하여 소벡과 하로이리스라는 두 신으로 나뉘어진
신전을 방문한 후 아스완으로 항해하여 선상 취침을 하게 됩니다.
|조|중|석|
사진:콤 옴모

CAIRO (카이로)

우리의 종일관광은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중의 하나인 체옵 체프렌
미세리너스의 피라미드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체프렌 시대로부터 거슬러온 기자의 거대한 스핑크스를 만납
니다. 전기,후기 이집트를 통틀어 5000년전의 첫번째 왕조였던 멤피
스를 방문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상으로 전 이집트에서
최고로 흥미있는 사카라를 방문합니다. (선택사항 야간 빛 소리 쇼
14쪽 참고) | 조 | 중 |
사진:기자의 거대한 스핑크스

DAY 6

CRUISE (유람선)

선상에서 아침식사를 마친후 하이댐과 필래 사원을 방문하고 섬 주
변에 있는 페루카를 타고 섬을 둘러보며 선상에서 저녁식사와 취침
이 있습니다. | 조 | 중 | 석 |
DAY 7

ASWAN | CAIRO (아스완l카이로)

선상에서 아침식사후 나일크루즈에서 하선하게 됩니다. (선택사항)
아부심벨의 람세스2세와 그의 아내인 네페타리의 사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14쪽 참고) 그런다음 카이로로 돌아오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며 카이로 도착후 호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 조 |
DAY 3

CAIRO | NILE CRUISE (카이로l나일유람선)

이른 조식 (아침박스세트)후 러소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한 후 도
착후 관계자를 만난 후 호화로운 나일유람선 사라진세계/사라공주호
를 타게 됩니다. 오후에는 카낙사원과 룩서 사원을 방문하고 배 위에
서의 석식후 취침합니다. | 조 | 중 | 석 |
DAY 4

CRUISE (유람선)

당신은 선상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테베의 소도시와 하쉽숫 여왕의
사원과 두개의 멤논의 거상을 포함한 서쪽 둑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
후에는 이스나로 항해하게 되며 록을 거쳐 에드푸로 항해합니다. 에
드푸에서 저녁식사후 취침을 하게 됩니다. | 조 | 중 | 석 |

사진:아부심벨 사원

왼쪽 : 포트 카이베이,알렉산드리아
아래편 상단부터 하단까지 :
현지 야생생물
카낙 사원
옛 로마인 행보,알렉산드리아
나일크루즈
소네스타 태양신 호
후트셉숫 사원

DAY 8

CAIRO (카이로)

호텔에서 식사를 한후 종일 관광으로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이집트
유적의 최고의 저장고인 이집트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모하메드알리의
설화석고 회교사원으로 약 700년 동안 이집트의 중심지였던 성채를
방문한 후 엘 칼릴리의 유명한 시장으로 걸어서 갑니다. | 조 | 중 |
DAY 9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알렉산드리아로 향하기 위한 3시간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과 폼페
이의 필라 그리고 콤엘소크파의 카타콤이 있는 유명 지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 후 카이로로 돌아와 밤을 보냅니다. | 조 | 중 |
DAY 10

CAIRO (카이로)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게되며 마지막 출발을 위한 공항이동전까지 자
유 쇼핑시간을 갖습니다. 선택사항으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연장관광을
선택하여 이집트의 현지 경험을 더 즐길 수도 있습니다. | 조 |
장엄한 이집트 관광 포함내역
포크틱 벨리댄스를 감상하며 선상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환영합니다.
5성호텔 세라톤 호텔에서 묶는 카이로의 5박
호화로운 유람선 미스월드 사라공주호에서의 모든 유흥제공 포함 4박
입장료와 교통비 가이드비를 포함한 모든 관광
알렉산드리아 일일관광
공항까지의 편리한 이동
카이로에서 러스오,아스완에서 카이로까지의 국내 이동
** 크루즈 스케줄에 따른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관광은 매주 목요일에 시작되며 별도로 카이로행을 제외하고 호주에서의
출발은 매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장엄한 이집트 관광 가격표
$ 2400.00
$ 750.00

아부 심벨 추가

$ 320.00
EGYP
T

*크리스마스,부활절,새해 연휴에는 15%의 추가료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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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탄할만한 이집트적 불가사의 발견
CAIRO | ALEXANDRIA | LUXOR | NILE CRUISE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럭서, 나일유람선

10 DAYS | 9 NIGHTS
9박10일

고대도시들의 발견
DAY 1

CAIRO (카이로)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면 당신은 ERC 대표를 만나고, 당신의 여권절
차를 도와주며 호텔로 데리고 가서 체크인 하는 것을 도와 줍니다.
도착 당일에는 휴식을 가지며 선택사항으로 콥틱 이슬람 카이로나
파라오닉 마을 관광을 할 수도 있습니다. (14쪽 참고) 저녁에는 포크
뮤직을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저녁식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석 |
DAY 2

CAIRO (카이로)

아침식사후 종일관광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이 중의 하나인 기자 피라
미드와 스핑크스 관광, 5000년동안 이집트 수도였던 멤피스 관광으
로 이어지며 이집트에서 고고학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샤
크카라 관광을 하게됩니다. 선택사항으로 빛과소리 쇼를 볼 수 있습
니다. (14쪽 참고) | 조 | 중 |
DAY 3

CAIRO | ALEXANDRIA | SLEEPER TRAIN
(카이로 l 알렉산드리아 l 침대칸기차)

아침식사후 3시간 정도 걸리는 알랙산드리아까지의 여행이 시작됩니
다. 알랙산드리아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폼페이 필라 콤엘요크아라 카
타쿰이 포함됩니다. 점심식사후 피피올데카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고
그후 기차역으로 이동한 후 기차에서 취침을 가지며 러스오르로 이동
합니다. | 조 | 중 | 석 |
DAY 4

LUXOR (럭서)

기차에서 조식후 당신은 ERC 스텝을 만나게 되며 소네스타 문 가데
(유람선)
스(달의
여신호)나 선 가데스(태양 여신) 나일 크루즈로 이동합니다.
체크인 후 이집트 위쪽 관광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개방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는 카락사원과 러스오르 사원을
방문하게 되며 점심식사후 서쪽 둑으로 가서 왕가의 계곡과 하쉽숫여왕
의 사원과 멤논의 두개의 거상을 방문합니다. 크루즈로 돌아간 후 점심
티타임을 가지며 저녁식사를 한 후 선상에서의 즐기며 에스나로 항해
합니다. 선상에서 취침을 갖습니다. | 조 | 중 | 석 |
DAY 5

CRUISE (유람선)

선상에서 아침식사를 하며 당신이 원한다면 에스나록의 아침을 볼 수
있도록 모닝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상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오후
티타임에는 캡틴스 칵테일을 마십니다. 저녁식사와 취침은 에드푸에
서 합니다. | 조 | 중 | 석 |

DAY 7

CRUISE (유람선)

아침식사후 하이뎀,그란디 커아리와 필라에 사원을 방문하며 점심식
사를 선상에서 합니다. 펠루카를 타고 섬을 돌아보고 오후 티타임과
저녁식사는 선상에서 하며 포크쇼도 열립니다. 선상에서 숙박.
|조|중|석|

DAY 8

ASWAN | CAIRO (아스완l카이로)

아침식사후 나일강으로 하선하게되며 (선택사항) 람세스2세와 그의
부인 네페타리 사원을 방문하는 아부심벨 관광을 합니다. (14쪽 참고)
그다음 카이로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한후 도착해서는 5성
호텔인 쉐라튼 호텔로 이동하게됩니다. | 조 |
DAY 9

CAIRO (카이로)

조식후 종일 관광으로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이집트 유적의 최고
의 저장고인 이집트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모하메드알리의 설화석고
회교사원으로 약 700년 동안 이집트의 중심지였던 성채를 방문한 후
엘 칼릴리의 유명한 시장으로 걸어서 갑니다. 호텔로 이동하여 휴식
을 취합니다. ERC 는 전통 이집트 저녁식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중|석|

DAY 10

CAIRO (카이로)

조식후 마지막 목적지를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거나 (10-14쪽 참조)
연장관광중의 하나로 이집트 경험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 조 |
이집트의 불가사의 프로그램 포함내역
크루즈 식당에서의 저녁식사에 환영합니다.
5성인 카이로 호텔 세라톤에서의 4박
선상에서 4박 소네스타 달의여신호나 태양여신 5성 고급 나일
유람선/럭서 아스완은 선박여행
아스완과 카이로의 국내항공이동
알렉산드리아에서 럭서 이동중에 기차내 취침
종일 관광을 포함한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로의 이동
모든 입장료,교통비,가이드비를 포함한 관광
공항으로의 왕복이동

DAY 6

CRUISE (유람선)

배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에드푸에서 호러스사원을 방문합니다. 콤
옴보로 항해를 하게되며 소벡과 하로에리스 두 신으로 나뉘어진 사
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스완으로 항해한 후 선상에서 저녁식사를
갖고 전통적인 이집트 복장 파티인 가라베야 밤을 보냅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아스완에서 숙박. | 조 | 중 | 석 |

ERC 에서 제공한 전통 이집트 저녁식사
럭서와 아스완 사이의 크루즈 운항은 고정된 스케줄에따라 운용됩니다.
이따금 유람선 회항이 필요하여 방문 순서가 바뀔 수 있사오나
광고에서 보신 지역은 모두 방문합니다.

CAIRO STOPOVER
카이로방문

3 DAYS | 2 NIGHTS
2박 3일

사진:럭서사원

사진:나일강 위의 펠루카

경의로운 이집트 탐방 프로그램 가격표

DAY 1

더블

$ 2950.00

싱글추가

$ 1200.00
$ 320.00

아부 심벨 추가
추천 도착일
2006

2007

ARRIVE CAIRO (카이로 도착)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ERC 직원은 당신을 맞이하고 여권
수속 및 호텔이동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EGYPTIAN MUSEUM | PYRAMIDS OF CHEOPS
(이집트박물관 l 체홉스의 피라미드)

DAY 2

호텔에서 조식후 종일관광으로 이집트 박물관을 답사하게 됩니다.
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이집트 유산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점심식사후 체오프스,체페렌 미세리너스 피라미드를 방문하게 되
는데 이는 세계 7대 불가사의 한 유물 중에 하나이며 기자 대스핑
크스는 전설과 미신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 조 | 중 |

4월 19일

1월17일,24일

5월 17,24일

2월14일,21일

6월 14,21일

3월14일,21일

DAY 3

7월 12,19일

4월18일,25일

호텔에서 조식후 마지막 목적지를 위해 카이로 국제 공항으로 이
동하게 됩니다. | 조 |

8월 9일,16일

5월16일,23일

9월 6일,13일

6월13일,27일

10월 4일,11일

7월18일,25일

11월 1일,8일

8월8일,15일

12월 6월13일

9월5일,12일

DEPART CAIRO (카이로 출항)

카이로 방문 프로그램 포함사항
카이로에서의 2박과 아침식사
모든 입장료와 교통비 영어를 사용하는 현지 가이드와 점심을
포함한 1일 종일관광
호텔로부터 왕복이동편

10월 3일,10일
카이로 방문 프로그램 가격표

11월 7일,14일

일인당 전체요금표

12월 5일,12일

$ 550.00

2인

$ 410.00

3인

$ 395.00

*크리스마스기간(12월22일~1월7일)과 부활절 기간은 15%의 부과료가 붙습니다.

조

조식

중

중식

석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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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일 유람선, 소네스타 달 여신 호

1인

EGYP
T

*여행 날짜는 유람선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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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ARA MAGIC

SHARM EL-SHEIKH

사하라 매직
BAHARIYA OASIS & WHITE DESERT

샴 엘 세이크
ST. CATHERINE & MOSES MOUNTAIN

바하리야 오아시스와 하얀 사막

성 케더린 & 모세산

4 DAYS | 3 NIGHTS

6 DAYS | 5 NIGHTS

3박 4일

5박 6일

사진:사하라사막

사진:성 캐서린

놓치지 말아야할 사하라 매직을 나누세요
DAY 1

CAIRO | WHITE DESERT BAHARIYA (카이로ᅵ하얀사막 바하리야)

이른아침 사막경관을 지나며 바하리바 오아시스로 드라이브 합니
다. 여러분은 그 지역에서 휴식과 자연경관 감상을 위해 잠시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미나마 호텔에 도착하면 방으로 체크인하고 오
후에는 로마사원,로마의 물의 근원,바하기야의 2개의 무덤 그리고
황금미라를 볼 수 있는 바하리야 박물관을 방문할 것이며 계속해서
알렉산더 사원 답사 후 잉글리쉬하우스를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저
녁식사와 취침을 위해 호텔로 돌아옵니다. 미나마 호텔에 도착하면
방으로 체크인하고 오후에는 로마사원,로마의 물의 근원,바하기야의
2개의 무덤 그리고 황금미라를 볼 수 있는 바하리야 박물관을 방문
할 것이며 계속해서 알렉산더 사원 답사 후 잉글리쉬하우스를 방문
하는 것을 끝으로 저녁식사와 취침을 위해 호텔로 돌아옵니다. | 조 | 석 |
DAY 2

BAHARIYA (바하리야)

조식후 사륜구동차를 타고 하얀사막으로 가서 흑사와 크리스탈산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엘 머쉬룸과 알카밧의 엘 헤이즈 오아시스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사파리 저녁을 체험하기 위해 하얀사막 드라이브
를 계속합니다. 저녁은 바비큐를 즐깁니다. | 조 | 중 | 석 |
DAY 3

WHITE DESERT BAHARIYA | CAIRO (하얀사막 바하리야ᅵ카이로)

조식후 사막 횡단을 하며 카이로로 출발하게 되는데 가는 동안 사
진촬영을 위해 잠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카이로에서 호텔에 도착
하면 레저를 즐기며 남은 하루를 보내고 호텔에서 취침을 합니다. | 조 |
DAY 4

CAIRO (카이로)

호텔에서 조식을 하고 마지막 출발을 위해 공항으로 갈때까지 레저
를 즐기며 자유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 조 |
사하라 매직 관광 포함내용

DAY 1

CAIRO | SHARM (카이로ᅵ샴)

조식후 카이로에서 대략 500킬로 떨어진 엘 헤이크로 이동합니다.
이동중에는 사진촬영을 위해 잠시 서게 될 것입니다. 도착후 쉐라톤
샴 5성 호텔로 이동합니다. 도착당일은 휴식을 갖습니다. | 조 |
DAY 2

SHARM (샴)

호텔에서 조식후 개인 여가시간을 갖거나 ERC 의 선택 관광을 고르
실 수 있는데 스노클링을 포함한 라스 모하메드로의 바다관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점심은 포함됩니다. | 조 | 중 |
DAY 3

SHARM (샴)

햇살을 듬북 받으며 레저를 즐기는 자유시간을 갖거나 선택관광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14쪽 참조) | 조 |
DAY 4

SHARM | ST. CATHERINE (샴 l 성 케서린)

아침은 자유여가시간입니다. 오후에는 샴에서 저녁식사를 위해 성
캐더린 플라자 호텔로 이동합니다. 새벽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모세산 등반합니다. | 조 | 석 |
DAY 5

ST. CATHERINE | CAIRO (성 케서린 l 카이로)

모나스테리를 방문한후 아침식사를 위해 호텔로 돌아와 체크아웃을
하고 카이로로 돌아갑니다. 도착시 호텔로 다시 체크인 한 후 밤을
보냅니다. | 조 |
DAY 6

CAIRO (카이로)

아침식사후 마지막 출발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여행에 따른 음식을 포함한 모든 이동

|조|

샴 엘 세이크&성 캐서린 연장관광 포함내역

현지가이드를 포함한 사륜구동차
미나마에서의 1박

세라톤 샴 5성 호텔에서의 3박

하얀 사막에서의 캠프 1박

등산과 모나스테리 방문을 포함한 성 캐서린 플라자 4성

카이로에서의 세라톤 호텔에서 1박

호텔에서의 1박

바하리바 오아시스의 반나절 관광

5성 세라톤 호텔에서의 1박

하얀 사막 종일관광

성 캐서린에서 카이로까지 에어컨가동 버스로 이동

사하라 매직 관광 가격
트윈쉐어는 최소 2명 이상입니다.

샴 엘 세이크&성 캐서린 연장관광 가격
$ 750.00

트윈쉐어는 최소 2명 이상입니다.

$ 1025.00

SIWA OASIS

SCUBA DIVING

시와 오아시스

스쿠버 다이빙

4 DAYS | 3 NIGHTS

RED SEA

3박 4일

홍해

사진:이집트 야생동물

사진:홍해 산호초

심해의 보물

사파리 탐험
DAY 1

홍해에서의 스쿠버 다이빙

CAIRO | SIWA (카이로ᅵ시와)

조식후 카이로에서 약 650키로 떨어진 시와로 사막도로를 따라 이
동합니다. 마르사 마트로 시티에서 잠시 쉬어 갈 때에 천혜의 깨끗한
물과 길을 따라 펼쳐진 흰 모래사장의 멋진 자연경관을 만끽 하실
수 있습니다. 도착후 호텔에 체크인 하시고 1203년에 세워진 오래
된 샬리 마을을 방문 합니다. 저녁식사와 취침은 시와 사파리 파라
다이스 호텔에서 합니다. | 조 | 석 |
DAY 2

SIWA (시와)

아침식사후 클레오파트라의 출신지이며 아문의 두번째 사원인 아문
오라클의 예언 사원을 방문합니다. 계속해서 자발 엘 파와타로 가
26대 왕조의 왕릉과 시와 하우스 박물관을 답사하게 됩니다. 저녁에
는 포크댄스를 추는 시와인들과 같이 어울려 즐길수도 있습니다. 호
텔로 돌아와 숙박을 합니다. 선택사항인 사막 사파리 관광은 거대한
모래바닷가에 있는 천혜의 자연관광지 중의 하나입니다.(사막 사파
리 관광은 현지 관광 안내자에 의해 조정됩니다) | 조 | 석 |
DAY 3

SIWA | CAIRO (시와 l 카이로)

조식후 엘 말메인을 경유하여 카이로로 돌아와 2차 세계대전 참전
자의 묘지를 관람합니다. 사막로를 따라 카이로까지 가게되며 도착
후 카이로의 세라톤 호텔에 투숙하여 취침합니다. | 조 | 중 |
DAY 4

CAIRO (카이로)

조식후 마지막 목적지를 위해 공항으로 이동할때까지 레저를 즐기
며 자유로운 하루를 보냅니다. | 조 |

홍해는 고대 이집트의 문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라뿐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의 홍해는 수에즈 만부터 수다네스 경계까지 이어진 해안은
모든 다이빙 족들에게는 꼭 방문해야 할 곳이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수중 경험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 각종 다이빙 지역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다이빙 코스로는 허가다,사파가,다합,샴 엘 세이크 그리고
라스 모하메드입니다. 홍해의 최고 다이빙 지역은 강가에서 하게되
며 일일보트를 타게되거나 생생한 선상체험 보트를 이용합니다. 어떤
보트를 이용하든지 당신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생한 선상체험
경험은 최고의 이용 가능한 보트를 제 공합니다. ERC 예약센타와 그
래이트 오르카 다이빙 센터는 허가다에 있습니다.
다이빙 체험은 그레이트 오카 다이빙 보트 중 하나에 오르는 순간부
터 시작됩니다. 그런 후 당신은 당신이 홍해 해저를 탐험하는 동안
이전에는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목
적인 수준높은 다이빙 스텝에게 환영을 받을 것 입니다.
1주동안은 공인된 관광을 하실수도 있고 다이빙을 하루하루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다이빙 추억을 만들어나
가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홍해의 스쿠버 다이빙 패키지 정보를 더 원하시면 비행기,숙
소,교통편,가이드 다이빙 정보를 확실히 얻으시기 위해 ERC에 콘텍
하세요.

시와 오아시스 관광 포함내역
시와 사파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의 2박
약어

5성인 카이로 셰라톤 호텔에서의 1박

조

조식

중

중식

석

석식

보여진대로 입장료 및 교통비와 현지가이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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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오아시스 관광 가격
트윈쉐어는 최소 2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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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가동버스로 카이로에서 시와까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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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로 연장

6 DAYS | 5 NIGHTS
5박 6일
사진:록의 둥근지붕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는 이스라엘 관광
DAY 1

TEL AVIV | TIBERIAS (텔 아비브 l 티베리아스)

아침에 텔 아비브 공항에 도착하면서 당신은 ERC 이스라엘 관광 담
당자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고급버스로 텔 아비브를 출발하여
최후의 전쟁인 아마게돈이 벌어질 것으로 예언된 대 평원이있는 고
대 도시인 메기도로 출발합니다. 아마게돈 계곡을 지나 나사렛까지
가서 성수태 고지의 교회와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는 이스리엘 회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가나를
지나 차를타고 이동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며 오후를 만끽하고
티베리아스에서 밤을 보냅니다. | 석 |
DAY 2

TIBERIAS (티베리아스)

종일관광은 이른 아침 당나귀를 타고 아벨산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되
며 도시 전체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
중을 먹이신 역사적인 지역인 타브가를 방문 합니다 그리고 4세기의
모자이크가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것에 감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으로 계속 진행해서 성 베드로의 집에서
새로운 유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점심식사후 벤탈산으로부터 골
란고원을 오르면 시리아의 전경이 나타나며 계속해서 쿠네이타의 유
령 마을로 향합니다. 가는도중 바니아스 폭포의 경관을 즐기며 잘 보
존되어 있는 고대 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으로 저녁에
하멧 개더에 있는 뜨거운 자연 온천을 방문할 수 있으며 티베리아스
에서 숙박합니다. | 조 | 석 |
DAY 3

TIBERIAS | JERUSALEM (티베리아스 l 예루살렘)

조식후 갈릴리 바다의 남쪽 끝부터 야데닛의 뱁티스말 지역을 둘러
봅니다. 그 후 요르단 계곡을 따라 여리고를 지나 사해의 소용돌이가
발견된 쿰란 동굴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사다의 천연암벽요새를 올
라 화려한 고대 궁전의 유적을 탐험 하며 노예신분 해방을 위해 죽음
도 불사한 용감한 항거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석식후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사해의 소금물에서 휴식하며 수영할 기회를 갖습
니다. 그후 저녁식사와 취침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조|중|석|

조식

중

중식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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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박물관 견학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책 속의 순례지인 사해
의 소용돌이가 보존되어있는 곳으로 갑니다. 6백만의 유대인이 대학
살로 사라져간 감동적인 기념비인 야드 바셈을 방문하게되며 베들레
햄으로 여정을 계속하여 (보안시설가동) 나티비티 교회와 양치기의
평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후 계속해서 그림 같은 아인 커렘 마을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정원무덤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치며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 조 | 석 |
DAY 5

JERUSALEM (예루살렘)

올리브산 정상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가장 장대한 전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온 후 사자문을 통해 옛도시에 입성
하여 돌로로사와 십자가 지역을 따라 걸으며 거룩한 분묘의 위엄있는
교회에서 여정을 마칩니다. 카르도를 보기위해 유대인 구역 관광을
시작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1800년이나 된 오랜 쇼핑
몰입니다. 사원까지 이어진 계단을 포함하는 남쪽의 굴벽을 탐험하며
환전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까지 둘러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인 웨스턴 윌까지 이어서 고도시의 사잇길을 산책하
며 예루살렘의 독특한 동양적 시장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후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 조 | 석 |
DAY 6

JERUSALEM (예루살렘)

호텔에서 아침식사후 마지막 목적지를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선택관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10-13쪽 참조) | 조 |
이스라엘 관광 프로그램 포함내역
공항까지의 왕복교통
모든 관광 중 영어 구사 자격증이 있는 현지 가이드
인가된 에어컨 가동 버스 교통편
이스라엘에서의 호화로운 호텔에서의 5박
호텔에서 아침/저녁 식사, 사해에서의 점심
이동 지역에 따른 모든 입장료
세금과 서비스 부과금

2인시

$ 1250.00

1인시

$ 600.00

*성수기 부가요금 (4월12일~19일과10월6일~14일) $210.00

w w w. e g y p t r c. c o m

RD

|

JERUSALEM (예루살렘)

이스라엘 관광 프로그램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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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요르단으로 연장

4 DAYS | 3 NIGHTS
3박 4일
사진:제리쉬 도시 문

요르단의 숨겨진 비밀 발견
DAY 1

AMMAN (암만)

암만 공항에 도착하여 당신은 ERC 요르단 관광 관계자를 만나며 그
는 호텔까지 이동을 도와줍니다. 제라시로 출발하여 아름답게 보존
되어 있는 고대 로마 지역을 둘러보게 됩니다. 성 아래로 수 킬로미터
뻗어있는 장관이 내려다 보이는 인상 깊은 성으로 유명한 아이런으로
여정을 계속합니다. 움 케이스나 가다라로 여행하게 되는데 이지역은
유명한 가다린 스윈 지역이며 당시의 문화적 중심지로써 유명한 장
소이며 요르단 계곡과 갈릴리 바다의 경치가 보이는 아름다운 구릉
지역입니다. 암난에서 묵습니다.
|조|석|
DAY 2

DAY 4

AMMAN (암만)

아침식사후 마지막 목적지를 위해 암만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 조 |
사진:오데온 암만

AMMAN | PETRA (암만 l 페트라)

마다바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거룩한땅의 유명한 복잡한 모자이
크 맵을 보게됩니다. 그리고 네보산 서쪽의 모세의 기념물과 모세가
묻힌 장소로 추정되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교회의 단앞에서 사해와
요르단계곡을 가로질러 보이는 놀라운 장관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것처럼 모세의 눈 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을 보게 됩니다. 호텔
로 체크인 하기 위해 남쪽 페트라로 이동합니다. 페트라에서 묵습니
다. | 조 | 석 |
사진:페트라

요르단 관광 포함내역
공항까지의 왕복교통
모든 관광동안 영어구사 자격이 있는 안내원들
인가된 에어컨 가동 버스 교통편
요르단에서 호화로운 호텔에서 3박
호텔에서 매일 아침,저녁 식사
3일 종일 관광
여행 일정에 따른 모든 방문지에 대한 입장료
세금과 봉사료 부과
요르단 관광 프로그램 가격

$ 650.00

성수기 부가요금 (9월 15일~12월 30일)

$ 150.00

*가격은 200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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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라의 고대 네바시안 도시를 답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말을 타고 주 입구로 들어갑니다. 도보로 경이로운 시크를 지나 가는
데, 이곳은 바람이 지나가는 사암 균열로 만들어진 협곡사이의 통로
가 1킬로가량 이어집니다. 사암으로 깎여진 장엄한 페트라의 건축물
을 보게 됩니다. 보물로써 페트라의 가장 유명한 최고 기념물인 시크
의 마지막이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더 가다보면 수백개의 건물,
건물표면,무덤,욕조,장례식장,사원,기원전 1세기부터 사용된 3000석
의 극장이 드러납니다. 암만에서 숙박. | 조 | 석 |

1인시

R

PETRA | AMMAN (페트라 l 암만)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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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YPT OPTIONAL
TOUR & ACTIVITIES
이집트 선택관광과 레저활동

이집트가 주는 더 많은 것을 즐기세요
콥틱 & 회교도 카이로

$75

파로오닉 마을

파라오닉 마을은 대략 150000 평방미터정도
되며 이는 전체적으로 고대 이집트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300명의 이집트인이 거주하고
있다. 모든 농,공업이 현재도 여전히 이집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과 같은 연장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반
농민의 집과 그 시대의 가구 일체가 완비된
귀족의 마을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신처로 삼으셨던 아부서가의 교
회와 교회들이 늘어서 있는 고대 카이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회교인 암로 이란 엘 아스 모스크를 보게 됩
니다. 당신은 크한 엘 크할리 시장을 지나며
잊지 못할 관광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빛소리쇼

Cairo
Sinai
St.Catherine
Sharm
El-Sheikh

Beni Hassan

아부심벨 관광

Hurghada
Safaga
Abydos

$320

아부 심벨의 콜로살 사원에 있는 람세스 2세
는 지금까지 지어진 것들 중 가장 큽니다. 이
는 나일강 범람으로부터 최근까지 보존되어
있는 고대 이집트의 기념물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원은 사암절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신들은 거대한 바위 표면에 조각되어
바쳐졌습니다. 하토여신에게 바쳐진 왕의 부
인인 네페타리의 작은 사원도 보존되어 있습
니다. 이 단체관광은 아스완에서 아부까지
왕복 이코노믹 비행기표입니다.

Armana

EGYPT

$80

당신을 사로잡을 고대 이집트 역사의 환상적
인 빛소리 쇼. 스핑크스의 발 아래 앉아서 경
이로운 피라미드의 경관과 환상적인 경험을
하세요.

Giza
Maidum

$110

RED
SEA

Dandarra
Luxor
Edfu
Kom Ombe
Aswan

펠루카 돛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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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기펀 섬으로 가는 여정중에 바다 바람을 느
낍니다. 스노클링,다이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모래해변을 거닐며 거북이와 파란
점 가오리와 쥐치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이는
허가다 비치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알프 레일라 와 레일라 마을

$110

쇼핑몰과 카페투어가 포함된 알프 레일라와
일라를 방문합니다. 말,낙타,역사적이며 놀라
한 현지풍경과 벨리덴스쇼를 즐기십시오.
사파리 여행

$160

사륜구동차를 타고 사파리 여행을 하며 유목
민들의 생활을 보기위해 베두인마을로 갑니
다. 베두인 사람들은 그들만의 색채와 독특
한 전통의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바비큐 저녁을 즐기며 베두인차
를 마시며 석양을 보게됩니다. (투어는 2시
에서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
다합과 누웨이바

$210

차를 타고 샴 엘 샤키에서 다합과 누웨이바
항구로 갑니다. 이 두개의 비교적 새로운 관
광 도시는 원래는 베두인 해변의 오아시스에
있으며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아름
다운 휴양지입니다. 점심포함된 관광이며 7시
에서 4시까지입니다.

$25

오후에 당신은 페루카 보트를 타고 엘리판틴
섬을 둘러보고 보타닉가든을 둘러봅니다. 나
일강으로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게됩니다.

Abu Simbel

기프턴 섬 여행

유람선 식당

$95

나일강을 항해하는 동안 연회를 즐기며 카
이로의 야경을 감상합니다. 이는 동양음악과
윌링두반,벨리덴스쇼를 포함합니다.

HOTELS
AND CRUISING
호텔과 유람선

화려함과 우아함의 극치

카이로 메리어트
카이로 메리어트 호텔은 사래이 엘 게키가
카마렉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중심부
에있는 씨티 중심에 있는 해븐 섬에 있는 카
이로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에 하나이다. 이
곳은 1250개의 방과 나일강 위의 궁전이 있
는데 이곳에서 당신은 편안히 품격있는 시설
속에서 호화로운 메리어트 호텔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대와 현대가 적절하
게 조화된 편안한 숙소, 15 개의 식당과 바,
오마 카왬 카지노 수영장 스플래쉬 헬스클럽
을 이용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카이로 메리
어트 호텔과 함께 ERC 스텝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고대겨울궁전
럭서에 있는 고대 겨울궁전은 유럽의 귀족
들의 구미에 맞추어 1886년에 소피텔에 의
해 지어졌다. 최고의 특권은 고대 겨울궁전
의 반대편 선착장에 무어쪽에서 개인 소유
의 요트를 정박하는 것이다. 후기 파로욱 왕,
프랑스 조지 클레멘쇼 대통령 또한 많은 유
럽에서 왕자와 공주와 동양 왕가들은 그곳
을 그들의 선호하는 거처로 삼았다. 이 호텔
은 또한 제인폰다와 같은 유명인사들이 묵었
던 곳이며, 각각의 객실은 높은 천장과 아름
다운 장식품등으로 각각 다르게 되어있으며
또한 현대식 편의 시설과 안락함을 갖추고

메나 하우스 오베로이
세기에 걸쳐 술탄과 파샤스를 대접했으며
기자의 피라미드가 펼쳐진 장관을 볼수 있
다는 이 독특한 입지가 가진 이점은 메나 하
우스 오베로이를 피라미드지역의 일류호텔
로 만들었습니다. 경이로운 중동의 느낌을
전하는 호화로운 방들과 동서양 건축물의
적절한 조화는 분별있는 여행자들에게 최상
의 만족감을 선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
이 펼쳐진 풍요로운 정원. 이 같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궁전이 바로 당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며 최고의 휴일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소네스타 달의여신 나일 유람선
소네스타 나일유람선인 달의여신은 럭서와
아스완간을 운항합니다. 달의여신은 48개의
선실과 두개의 대통령 특별실와 개인 라운지
가 완비되어 있다. 달의여신의 모든 선실은
유리로 된 미닫이 문으로 개인 발코니를 열
수 있으며 개인 직통전화,헤어 드라이어,실
내 개인 텔레비전,대형 욕조가 딸린 욕실이
있다. 주 식당에서는 아침,점심,저녁을 제공
한다. 일광갑판 위에는 주야 상시 개방되어
있는 바가 있으며 수영장,피트니스 센터와
일광욕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고 당구,탁구대
또한 이용 가능합니다.

올드 카타렉트 호텔
고대폭포 호텔은 아스완에 있는 나일강의
끝이 보이는 그랜트 언덕에 있습니다. 이 곳
의 이름은 강의 첫번째 폭포에서 따왔습니다.
19세기말에 지어졌으며 이집트 최고급의
호텔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국 식
민지 시대때는 지식인들에게 각광을 받았고
1978년에 아가사 크리스티와 안소니 샤퍼
원작의 “나일에서의 죽음”이 개봉 되었을
때 호텔은 식민지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이집트 유적의 하나로 흥미를 끌었습니다.
나일강과 엘리판틴 섬의 웅장한 경관의 거
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모든 가이드들은 이
곳을 이집트에서 머무는 동안 최고의 장소
로 주저치 않고 꼽습니다. 이집트 예약센타
는 당신의 관광일정에 이 독특한 호텔이 포
함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여깁니다.

사라공주/미스월드 호
사라공주와 미스월드는 물위의 두개의 최고
급 호텔입니다. 두곳 모두 5개의 갑판이 있
으며 라운지바와,디스코,식당,독서 장소,일
광욕 테라스와 수영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유람선박은 66개의 더블 선실, 2개의 주
니어 특별실과 2개의 대통령 특별실이 있습
니다. 모든 선실은 개인 화장실이 딸려 있으
며 최고의 현대시설 입니다.

ERC가 선호하는 협력 항공사
ERC는 당신이 선택한 여정과 스케줄에 적합
한 항공편을 이용합니다. 이는 걸프항공,에
미레이트,싱가포르 항공을 포함합니다. ERC
는 저렴한 항공편을 제공합니다.

인터콘티넨탈 허가다
독점적인 풍경으로 홍해에 펼쳐진 25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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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라튼 호텔은 이집트의 심장인 카이로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초현대식 편의시설과 최
고의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호텔은 660
개의 에어컨이 설치된 발코니 딸린 방과, 텔
레비전,전화,미니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식당과 나이트클럽,카지노 헬스클럽이
있으며 두개의 수영장도 있습니다.

정도의 목가적인 풍경의 해안. 시내와 허가
다 공항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호
텔은 244개의 에어컨이 설치된 테라스 딸린
방과 30 개의 위성체널 텔레비전,전화,미니
바 그리고 24시간 룸서비스가 된다. 호텔은
엄선된 식당,바,수영장,사우나,스팀룸,스쿼시
코트,당구대,승마장이 있다.

있다. 고대 겨울궁전은 우아한 장소인 1886
년의 이집트 내 최고 식당을 가지고 있는 본
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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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과 약관
예약
예약시 서명된 예약서류 제출과 함께 전
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환불 불가의
보증금 지불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
은 출발 6주전까지 완불되어야 합니다.
여행 서류
유효한 여권, 비자, 재입국허가증

EGYPT RESERVATION CENTRE
AUSTRALIA

Level 6, 28 Foveaux Street
Surry Hills NSW 2010, Australia
Phone: 1300 36 26 40
Fax: (+612) 9211 3641
Email: info@egyptrc.com

EGYPT

43 Abd El Razik El-Sanhoury Street,
Nasr City - Cairo, Egypt
Phone: (+202) 2741174
Fax: (+202) 2749089
Email: egypt@egyptrc.com

www.egyptr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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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여행사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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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Egypt Reservation Centre on 1300 36 26 40 (Aust. wide)

취소와 반환
취소는 서면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취소 요금 적용)
일단 완불이 이루어진 후, 출발 15일에서
45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의 50%만 환불
가능합니다.
출발전 15일 이내 또는 여행이 시작된 후
취소시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사용불가 서비스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환불은 불
가합니다.

의무
ERC는 이 관광에 관련해서 모든 일정과
서비스가 광고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ERC는 ERC가 조정할 수 없는 현지에서
담당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여행 일정 변경 포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정보
a. 여행 보험은 필히 가입 요망
b. 예방접종: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c. 전액 지불한 상태가 아니라면 통보되
지 않은 변동 가격에 대해서는 변동
후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가격
이 안내책자에 나온 가격은 모든 지역간
여행에서 입장료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호주 달러가 기준입니다.
국제 항공은 ERC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 책자는 특별
히 기재되지 않는 한 2007년 9월 30일까
지 유효합니다.
여행이나 가격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ER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