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 ▶

2 수 ▶

추/천/일/정

상품명 [셀프트래블] 앙코르와트 3박5일.

에어서울

1 항공 스케쥴

10/1 인천 19:15 씨엠립 22:40 에어서울

10/4 씨엠립 23:40 인천 07:00+1

제공물품

2 여행조건

기본
포함사항

◎ 인천-씨엠립 왕복항공권(유류세포함)

◎ 앙코르와트 지도 및 자료집 제공

숙소

◎ 식사 : 호텔 조식

◎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
사항

◎ 공항픽업 : 공항건물 밖 시내가는 티켓구매 부스 이용(택시7$/뚝뚝3$)

*음료비, 기호식품, 각종 매너팁 등 자율적인 부분은 불포함입니다.
*노옵션, 노쇼핑, 불필요한 가이드 쇼핑샵 없는 셀프트래블입니다.
*현지 호텔요금은 현지사정(극성수기/박람회/축제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선택하신 호텔 3박

◎ 씨엠립 시내지도 및 앙코르와트 유적지 지도

◎ 여행자료 수납이 가능한 멀티포켓 및 네임택, 여권커버

◎ 여행 안내 자료집 제공

◎ 개인경비 및 식사비용, 입장료 및 시내교통 비 등 (하루 약 $30~50/1인)

◎ 캄보디아 비자 (도착비자<30$+사진1장> 또는 한국에서 비자발급을 선택하세요)



1

인천
↓

씨엠립

16:00 인천공항 개별 탑승 수속

19:15 인천 출발

22:40 씨엠립 도착

*비행시간:약5시간30분

*예상환율:1000리엘=300원

-1만 리엘KHR의 경우 한국돈으로 약 3000원

-볶음밥이 8000리엘(약2500원)

*시차:한국보다 2시간 느림(한국8시=캄보디아6시)

*****입국수속(약1시간소요)*****

*캄보디아는 비자는 도착 후 공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여권사

진1장과 30$+1$, 비자신청서를 기내에서 준비하세요.

*증명사진 뒤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놓으면 엄청 편합니다.

*입국카드와 비자신청서는 기내에서 드립니다.

*입국절차:Arrival→입국장→비자발급→입국신고→짐찾기→세관검사→

캄보디아입국

*****공항에서 호텔이동*****

-대중교통이 없음으로 택시 또는 뚝뚝을 이용합니다.

-공항건물 밖 시내가는 티켓구매 부스 이용(택시7$/뚝뚝3$)

-이름이 비슷한 호텔들이 많으니 바우처를 보여주고 이동하세요.

-요금은 호텔 도착 후 지불하세요. 한국에서 1$ 잔돈을 많이 챙겨가시

면 좋습니다.

*****호텔 체크인*****

-프론트에 바우처와 여권을 제시하세요.

-보증금(디파짓)을 요구할 수 있으니 카드나 현금 중에 편한것으로 결

제하세요. 보증금은 체크아웃할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니바를

이용하셨다면 제외하고 드립니다.

*앙코르와트를 여행할때는 패키지처럼 빨리 다니지 마시고, 일정을 조

정해가며 쉬엄쉬엄 여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더우면 아이스 커피한잔

하고 이동하세요!

국제선

일차

(씨엠립)
선택하신 숙소

10/1

일

날짜 이동경로 아래 일정은 확정일정이 아닌, 예상일정 입니다.
이동수단

예상호텔



2

씨엠립
↓

앙코르유적지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앙코르유적지 자유일정!

▶앙코르와트 입장권(3days=62$)

-1일짜리, 3일짜리, 7일짜리 입장권이 있으며 보통 3일권(62$)를 이용합니다.

3DAYS 창구에 줄을 서서 돈을 주고 카메라를 통해 얼굴 사진을 찍으면 입장

권에 본인 얼굴이 찍혀 나옵니다.

▶추천 현지투어◀

호텔→앙코르톰 남문→바이욘사원→바푸온→코끼리 테라스→문둥이

왕 테라스→타프롬→중식→앙코르왓→쁘레룹일몰→석식→호텔

★앙코르톰 남문

-앙코르 톰의 여행이 시작되는 곳으로 해자 위에 설치된 다리입니다. 다리 양

옆에는 신들과 머리가 7개인 나가를 잡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

니다. '우유 바다 젓기' 신화를 묘사한 것인데 진입로에 신화적인 조각을 장식

한 것은 앙코르 톰의 영원성과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바이욘 사원

-온화한 미소를 띤 석상으로 유명한 바이욘 사원은 12세기 말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를 맞이한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건설된 사원으로 미소를 띤 사면불

의 모습이 압권입니다.

★바푸온 사원

-3층으로 된 피라미드 사원입니다. 천계와 지상을 이어주는 신전역활을 했던

곳으로 중앙 피라미드 위에는 수미산을 본 뜬 사당이 있습니다.

★코끼리 테라스

-바푸온 입구에서 북문으로 이어지는 회랑벽면에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역동

적인 모습의 코끼리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문둥이왕 테라스

-크메르 제국 최고의 왕, 자야바르만 7세로 추정되는 전설의 문둥이왕 동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동상은 복제품이며 진품은 프놈펜 국립박물관에 전시

되어 있습니다.

★타프롬

-사원을 휘감은 거대한 나무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영화 툼레이더의 주

요 촬영지이기도 했던 타프롬은 원시적 신비로움과 자연의 거대한 위력을 감

상할 수 있는 사원입니다.

★앙코르와트

-앙코르 유적지를 대표하는 사원으로 12세기 초부터 수리야바르만 2세가 약

50년에 걸쳐 건설하였습니다. 외벽은 공원처럼 꾸며진 해자로 둘러싸여져 있

으며 서쪽 참배로에서 시작하여 제1회랑을 지나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부조

들을 감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내교통

일차

(씨엠립)
선택하신 숙소

10/2

월



3

씨엠립
↓

앙코르유적지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앙코르유적지 자유일정!

▶추천 현지투어◀

호텔→반떼이스레이→반떼이쌈레→중식→쁘레아칸→네악뽀안→동메

본→쁘레룹일몰→석식→호텔

*고대유적에 관심이 많다면 이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반떼이스레이

-붉은 석조로 만든 사원으로 '여인의 성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앙코르 유적 중 가장 아름다운 사원 중 하나로 꼽히며 보존 상태가 양

호하고 부조장식의 훌륭함은 손에 꼽을 정도여서 항상 방문객이 많습

니다. '앙코르의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반떼이스레이'는 시바신에게

바쳐진 사원입니다.

★반떼이 쌈레

-수리야 바르만 2세때 건축된 것으로 '반떼이'란 성벽에 둘러싸인 축성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쁘레아칸

-곳곳에 무너진 곳이 많아 더욱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앙코

르톰 북쪽에 근접해 있고, 신성한 검이 보관 되어 있다가 발견된 곳으

로 쁘레아칸은 성스러운 검을 의미합니다.

★네악뽀안

-가는길에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인공호수에 섬을 만들어 세

운 수상사원입니다. 사원의 중앙 연못은 히말라야에 있는 '아나바타프

나'를 상징하고 네악뽀안 이름은 힌두 신화에 나오는 나가의 왕 난다

와 우파난다의 의미로 '또아리 튼 뱀' 두마리가 중앙탑을 받치고 있는

형상이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동메본

-라젠드라바르만 2세는 왕권을 잡고 분열되었던 왕권까지 확보하여

앙코르를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를 옮긴 뒤 인공섬에 자신과

조상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수상사원을 건설하였는데 이 사원이 지금

의 동메본입니다.

★쁘레룹 일몰

-961년 '라젠드라바르만 링가'를 안치한 사원으로 이곳에서 왕의 신성

을 뜻하는 '데바라자' 의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쁘레룹의 계단에 올라 장엄한 앙코르 일몰을 감상하세요.

시내교통

일차

(씨엠립)
선택하신 숙소

10/3

화



오전 자유시간 후 톤레삽호수 자유일정!

▶추천 현지투어◀

호텔 체크아웃→중식→톤레삽호수→아티산앙코르→석식→마사지2시

간→공항이동

★톤레삽호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륙 어장의 하나인 톤레삽 호수는 어획량으로

는 세계3위이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크메르어로 '톤

레'는 강을 의미하고 '삽'은 거대한 호수를 의미합니다.

★아티산앙코르

-여행 막바지에 꼭 한번 방문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공

예학교로 불리는 이곳은 앙코르 유적을 만들어낸 크메르 제국 사람들

의 놀라운 실력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마사지 체험

-태국 마사지의 원조격인 크메르제국의 전통 마사지를 체험해보세요.

공항가기 전 깨끗이 씻고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공항도착 후 출국수속

23:40 씨엠립 출발

시내교통

일차

기내박

10/4

수

4

씨엠립
↓

톤레삽호수

*씨엠립 도착 후, 현지에서는 예약 변경이 불가합니다.

*작은별의 모든 상품은 NO쇼핑/NO옵션/NO팁으로 진행됩니다.

*본 일정은 추천 일정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객님만의 여행을 만들어보세요.

*작은별여행은 어떠셨나요?

www.smallstartour.com

후기를 남겨 주세요. 더 알찬 앙코르와트 여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

씨엠립
↓

인천

07:00 인천도착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국제선
일차

10/5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