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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역사

부르사는 터키 북서부 및 마르마라 해의 남동쪽에 경도 40
도에서 29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빌레지크 및 아다
파자르, 북쪽으로는 코자엘리, 얄로바, 이스탄불 및 마르마라 해,
남쪽으로는 에스키셰히르 및 퀴타히야, 서쪽으로는 발르케시르
에 둘러싸여 있다. 17개 구 (부육오르한, 겜릭, 규르수, 하르만
즉, 이네굘, 이즈닉, 카라자베이, 켈레시, 케스텔, 무단야, 무스타
파케말파샤, 오르하넬리, 오르한가지, 예니셰히리, 닐류페르, 오
스만가지 및 일드름)를 관할하며, 북쪽의 마르마라 해는 135km
해안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치

부르사
오스만 제국 최초의 수도

인구 약 300 만명
면적 11,027 km2

가장 높은 울루산(해발 2,543 m)
해발 155 m
온화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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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역사

아크토프라클륵(Aktopraklik) 유적지의 발견을 통해 가장 먼저
알려진 이 도시의 기원은 8,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르
사는 기원전 202년에 고대 그리스 도시인 시우스(Cius)에서 유래
됐다. 프루시아스(Prusias)는 도시를 재건축하고 도시명을 프루시
아(Prusia)로 바꾸었다. 1326년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점
령한 후 부르사는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다. 오스만
제국 시대 동안 부르사는 가장 성대한 실크 제품의 원산지로 유명
했다. 1487년 당시 부르사의 인구는 45,000명이었다. 부르사는
수 세기 동안 가장 중요한 행정 및 상업의 중심지였다. 터키 공화
국 건국 이후, 부르사는 국가의 산업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다.

역사

Yeşil Türbe (The Green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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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노선 1

노선 1

방향 2

노선 2

노선 4

노선 3

도
착

예니카프(이스탄불), 에미뇌뉘(이스탄불)에서 무단야(부르사), 귀젤얄르
(부르사)항구 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페리 또는 수상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교통 수단이며, 약 90분이 소요된다. 무단야와 귀젤얄르 
항구에서 시내 외곽인 에메크(Emek) 지하철역(30분, ~670원)까지 
운행하는 버스도 있다. 지하철을 타고 역(30분, ~670원)에 서 내리면 
시장과 가까운 부르사 구시가지에 도착할 수 있다.

예니카프에서 얄로바까지는 70분~90분이 소요된다. 얄로바 항
구에서 부르사로 출발하는 버스는 20분마다 운영되고 있으며,
대략 1시간이 소요된다.

부르사 예니셰히르 공항에서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르사로 가기 위해서는 터키 국
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이스탄불 공항과 사비하
괵첸 공항이 부르사에서 가장 가까운 주요 국제공항이다. 이스탄불 공항에
서 부르사까지는 공항 직행버스를 타거나 또는 예니카프 항구에 도착하여
페리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사비하 괵첸 공항(노선 3)에서 부르사까지
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으며, 대략 90분이 소요된다. 예니셰히르 공항에
서(노선 4) 시내 중심지까지는 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부르사에서 버스를 타면 터키 전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모든 
시외버스는 이스탄불 고속도로에서 10km 거리의 지점인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다. 시내로 가려면 시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스탄불에서 고속 
버스 로는 2.5시간 소요되며 비용은 약 10,100 원이다.

넓고 쾌적한 고속도로는 도시를 북쪽으로 연결한다.(이즈미트, 얄로바 및
이스탄불로 Osmangazi 다리를 지나가는 O5 / E881 도로 방향 또는 에스
키히사르 항구에서 Topcular 페리 항을 통해 얄로바로 방향으로 가는
D575 / E881) 서쪽(동서쪽 이즈미르에서 D565 도로 연결 된 발르케시리
를 통해 D200/E90 도로) 및 동쪽(남쪽 안탈리아에서 D560 도로와 연결
되어 있는 에스키셰히르 및 앙카라를 통해 D200/E90 방향)

페리 / 수상버스

항공편

버스

자동차

KarşıyakaKarşıyaka

EsenköyEsenköy

BURSABURSA

YalovaYalova

MaltepeMaltepe

YıldırımYıldırım
MudanyaMudanya

İznik / Nicaeaİznik / Nicaeaİznik Gölü / Lake Nicaeaİznik Gölü / Lake Nicaea

Sea of MarmaraSea of Marmara

GemlikGemlik

YenişehirYenişehir

KartalKartal

KörfezKörfez

ÇınarcıkÇınarcık

KaracabeyKaracabey
GörükleGörükle

GürsuGürsu

TermalTermal

GebzeGebze

GölcükGölcük

İzmitİzmit

İstanbulİstanbul
BeşiktaşBeşiktaş

AltınovaAltınova

OrhangaziOrhangazi

Sabiha GokcenSabiha Gokcen
International Airport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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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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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터미널에서 시내 중심지까지 버스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시내에서는 버스 또는 미니버스를 이용해 여행할 수 있다.

북서쪽 교외와 대학교에서 부르사 시내까지 연결하는 부르사라이
(Bursaray) 지하철 노선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31 페이지 지하철/트램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돌무쉬는 파란색 미니버스로 버스와 택시가 결합된 교통수단이다.
부르사에서는 지붕 윗부분에 행선지를 표시한 돌무쉬를 찾아 볼 수 있다.

트램 노선은 Zafer Plaza-Cinaronu (T3)와 Kent Meydani(시청)-
Heykel(T1) 이다. 다른 노선인 시청-터미널(T2)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버스

지하철

돌무쉬 / 택시형 버스(SHARED TAXIS)

트램

택시

M

부르사 어디에서나 노란색 택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택시의 대략적인 시작 요금은 940원이며, 1km당 요금은 670원이다.
부르사-무단야 페리 항/귀젤얄르 페리 항 간의 비용은 21,500원이다.
부르사–고속 버스 터미널까지의 비용은 약 9,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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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

부르사의 웅장한

풍경을 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고

울루산에 올라가세요!

부르사의 웅장한

풍경을 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고

울루산에 올라가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일의 고향 이즈닉에

놀러오세요!

자전거를 타고 

부르사의 동·식물원을

즐겨보세요!



추천:
자연에서 모험을 경험해보세요

Gursu 아드레날린 공원

DOSTUM 야외 스포츠 및 관광 센터

Harmancık 에코 관광 시설

İznik 에코 관광 시설

무단야에서 맛있는

생선을 먹어보세요!

600년 된 거대한

 인카야 나무 밑에서

         터키식 홍차를

               즐기세요



해야 할 것

박물관을

관람하세요

터키식 목욕탕

& 온천에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카라괴즈 & 하지와트 

그림자 연극을

관람하세요

울루산에서

스키를 타보세요



카라괴즈 & 하지와트 

그림자 연극을

관람하세요

코자한에서

실크로드의 역사를 

느껴보세요!

수카이 공원에서 

수상 스키에

도전해보세요!

굘야즈 마을에서 

특별한 일몰을

즐기세요

부르사의 파노라마

1326 역사 박물관에 

놀러오세요!

시간여행을 하며

부르사의 역사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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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만 제국의 최초 수도였던 도시 부르사에서, 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주말르크즉 마을을 포함한 총 8개의 명소가 2014년 “부르사 및 
주말르크즉: 오스만 국가의 재탄생” 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창립 이래 부르사는 최초의 이슬람 복합건물(Kulliye), 시장
복합시설, 마을 등으로 구성되어 모든 것이 와크프 시스템(무슬림의 재산
사회 환원 시스템)으로 연결된, 오스만 국가 건축 최초의 독특한 샘플을
가진 최초의 도시이자 수도가 되었다.

부르사 8개의 세계유산명소 :
왕의 특수영역 (오르한 가지 복합 단지와 쿨리예*)
오스만 가지(왕의 호칭) 및 오르한 가지 무덤
Hudavendigar(왕의 호칭) (Sultan Murad I) 이슬람 복합 건축 시설
Hudavendigar(왕의 호칭) (Sultan Murad I)이슬람 복합 건축 시설
(고대 목욕탕)
Yildirim (Sultan Bayezid I) 이슬람 복합 건축 시설
예실(녹색)(Mehmed I) 이슬람 복합 건축 시설
Muradiye (Sultan Murad II)이슬람 복합 건축 시설
주말르크즉 마을

*Kulliye는 급식소 및 대중 목용탕 및 종교학교, 이슬람 사원을 통합 하는 종교 기관 이다.

주말르크즉 마을주말르크즉 마을

무라디예(Muradiye) 이슬람 복합 건물무라디예(Muradiye) 이슬람 복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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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mir Sultan 및 예실 퀼리예(통합 건물 축 시설)에 방문 하여 주변의 
카페 중 한 곳에서 터키식 홍차를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으로
Setbasi까지 서쪽으로 이동하면 역사적인 Irgandi 다리에 다다를 수 있다.
부르사의 정복 역사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알아 보려면 부르사의 파노라마 
1326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부르사의 역사를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는 부르사 도시박물관에도 방문해 볼 수 있다. 그 후
Ataturk 거리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메카, 메디나(아라비아), 예루살렘 
및 다마드쿠스 Ulucami(시리아) 다음으로 이슬람교에서 5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원인 부르사 Ulucami를 발견할 수 있다. 사원 옆에 있는 
실내 시장 (Covered Bazaar)에도 방문해 볼 수 있다. 유네스코의 
유산을 관광하면서, 거대한 나무가 있는 상점에서 쇼핑하고 휴식할 
수도 있다. 코자한에서는 품질이 매우 좋은 비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서쪽으로 150미터를 걸어가면, 발리베이 시장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전통 
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다. 근처에서 오스만 
가지와 오르한 가지 영묘 (오스만 제국의 시조)와 부르사의 파노라마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톱하네를 지나면, 민간 건축물의 사례를 보여주는 
칼레 거리에 위치한 오래된 집들을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무라디예에 
있는 무덤들, 특히 술탄 무라드와 술탄 젬의 무덤을 방문할 수있다. 
울루우마이 전통 의복 및 장신구 박물관, 17세기 오스만 저택 박물관 및 
Husnu Zuber 저택 박물관도 관광하기에 흥미로운 장소이다.

오후 여행으로는 두 가지의 노선을 제안할 수 있다. 체키르게를 따라 가면
아타튀르크 주택 박물관과 카라괴즈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술탄
무라트 1세 모스크, 마드라사(회교 신학교), 영묘에도 방문해 볼 수 있고,
부르사에서 유명한 하맘(터키식 목욕탕)에도 가 볼 수 있다.

추천 투어: 부르사 시내에서 출발하는 도시 투어 

으르 간드 다리으르 간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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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예술, 역사를 함께 포용하는 도시인 이즈니크는 부르사에서 85km
떨어져 있다. 이즈니크는 아나톨리아 셀주크 주(1075-1097년), 비잔틴
(1204-1261년), 오스만 왕국(1331-1335년)과 같은 많은 국가의 수도 역할
을 했던 신비로운 도시다. 최초의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325년에 이즈니
크에서 열렸으며, 기독교 신조가 이곳에서 정의되었다. 이즈니크 박물관 및 
1391년에 지어진 예실 자미(모스크)에 방문하는 것과 이즈니크에서
유명한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술레이만 파샤
마드라사에서는 작은 가게들을 방문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독창적인
이즈니크 타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호수 주변을 둘러보아야 한다. 특
색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이 아름다운 도시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목
록에 오른 문화재로 가는 길에 있다.

오스만 시대의 농촌 건축의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인 주말르크즉은
700년 동안 진실하고 성실하게 마을을 지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부르사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700년 된 오스만 마을에서 
조식을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추천 여행: 이즈니크와 이즈니크 호수

추천 여행: 주말르크즉 / 사이타바트 폭포 / 동물원 / 식물 공원 / 미
시 마을

이즈닉 아야 소피아이즈닉 아야 소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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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숲과 나무로 둘러싸인 매력적인 장소인 사이타바트는 부르사에서
12km 거리에 있고 협곡 옆에 폭포가 있다. 가을에는 장작에서 버터로 조
리한 송어 요리로 유명한 피크닉 장소에 가볼 수 있다.

생태 공원은 400,000m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150종의 나무 
8,000그루, 76종의 식물 100,000개, 26종의 관목 50,000그루, 27종의 
장미나무 6,000그루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원은 부르사의 다양한
자연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다. 12km 길이의 트레킹 코스, 자연 조깅 코스, 
오래 된 아스팔트로 덮힌 1km 길이의 자전거 코스 및 연못이 있다.

부르사의 동물원은 생태 공원 옆에 위치해 있다. 이 동물원은 마
을 형태로 구성되어있는 사육장과 세계적 수준의 관람 기준을 갖
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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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하넬리 – 부르사 투어 코스에서 고대 그리스 마을 중 하나인 미시 (미
시아-귀무쉬테페)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마을은 역사적인 주택 건축물과 맛
있는 지역 음식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는데, 이 지역 주변에 성경 한 권이 묻혀 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추천 장소
카라바시 벨리 데르비시 로지, 매일 저녁 35분 동안 200년 된 테케
(데르비시 로지)에 앉아, 셰이크(마스터 데르비시)와 그 수련생들의 공연
을 볼 수 있다. 주요 행사는 토요일 저녁에 공연되며, 다양한 데르비시 그
룹이 참여한다. 행사 전 도착한다면 테케의 티 가든에서 멋진 공동체 분위
기를 느껴볼 수 있다.

조류 보호지(울루아바트 조류보호지)는 부르사 중심지에서 45km 떨어져
있다. 부르사-차나칼레(갈리폴리) 고속도로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위치
한 조류 보호지는 부르사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명소이다. 특히 꿩
과 자고새 같은 많은 종의 새들이 조류보호지에서 서식 중이며 푸른 편
백나무, 레몬 편백나무, 가문비나무, 삼나무와 같은 나무들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자연 보호지이다. 조류학자들은 연구를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있
으며 이곳은 모든 방문객들을 아름다움으로 매혹시키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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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자베이 롱고즈 숲, 카라카야의 늪지대(홍수) 숲은 롱고즈(범람원) 숲이
라고 불린다. 롱고즈 숲에 도착하려면 부르사-이즈미르 진입로 52km 부근
에서 우회전 후 잠바즈-세이란 마을 도로로 향하면 된다. 이 길을 따라 보
아즈 마을로 이어진다. 물로 덮힌 숲의 토양은 일년 중 대부분 물 속에 있
고, 봄이 다가옴에 따라 꽃이 피는 연꽃으로 화려한 연못 풍경이 조성되며
풍부한 식물상을 형성한다. 또한 롱고즈(범람원) 숲은 흰 사다새, 올빼미,
알락해오라기, 도요, 홍오리, 홍학, 노랑부리저어새, 물떼새, 백조, 꿩, 송곳
부리도요, 달마티아 사다새, 두루미, 녹색 딱따구리, 구대륙산
매 등 217종의 희귀한 새들의 서식지다. 따라서 이 지역은 연구원, 자연
사진가, 조류학자들을 끌어들인다.

큘투르파크(Resat Oyal 문화 공원)는 부르사 중심지에 위치한 많은 녹
지가 있는 공원이다. 위치는 도심지와 가까우며 방문객들이 평화롭고 행
복하게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많은 시설을 제공하는 아
름다운 장소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도 이
곳에 있다. 호수에서는 수중 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많은 식당과 뷔페에서 다양한 요리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메리노스 공원은 부르사의 산소탱크라 할 수 있다. 307,000m2 면적의
녹지를 가진 이 공원은 100년 된 나무, 작은 호수, 경주 트랙 및 자전거 도
로, 휴식장소 및 어린이 놀이 구역이 있는 중요한 공공 휴양지다. 메리노스
공원은 도심에 위치하고 자연과 함께 자리잡고 있다. 공원에는 커피숍과
레스토랑, 사회 복합 시설이 많다. 공원에는 콘서트 및 야외 활동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16,000m2 면적의 공터가 있다. 공원 한
가운데에 생성된 작은 호수와 수영장은 아타튀르크 의회 문화 센터와 결
합된 매력적인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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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천 온천

부르사는 터키에서 유일하게 “유럽 역사 온천 도시 협회”의 회원인 도
시이다. 온천은 폭넓게 이용이 가능하며, 열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오스만 시대에는 비잔틴 시기에 남아있던 목욕탕을 수리하여 새로운
온천을 건설하였다. 목욕탕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왔다.

술탄 무라드 1세에 의해 (1380년대) 지어진 에스키 온천(Armutlu), 황제
바예지드 1세에 의해 지어진 큐큐르틀류 온천, 술탄 술레이만의 고관인
뤼스템 파샤에 의해 지어진 예니 온천, 카라 무스타파 파샤에 의해 직접
(1490년대) 지어진 카라 무스타파 파샤 온천과 카이나르자 터키식 목욕
탕(1680년) 역시 부르사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온천
과 목욕탕뿐만 아니라 현대의 SPA(광천) 센터도 건강 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이네굘에서 27km 떨어진 오일랏 온천들은 열 치료, SPA(광천) 및 건강 관
리를 위한 최고의 목적지 중 하나이다. 아름다운 관광지이며 멋진 자연으
로 둘러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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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자연

자연공원

트레킹 / 하이킹

폭포

생태관광

부르사의 다양한 자연공원에서 사계절을 즐길 수 있다.

울루산(Uludag) 자연국립공원: 표면적이 12,700 헥타르인 울루산에는, 
부르사 도심 에서 22km의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방문객을 
위한 휴양시설 과 식물종의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다.

사다으(Sadagi) 협곡 자연공원: 뷰육오르한과 오르하넬리의 경계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협곡을 이루는 바위는 높이가 60미터 정도다. 2,750m
길이의 협곡은 2013년 자연공원으로 지정됐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가 통치 기간 동안 지은 로마 목욕탕의 잔해(기원후 117-138년)를 협곡에
서 볼 수 있다.

수우추투(Suuctu) 자연공원: 무스타파케말파샤 도심에서 17km 떨어져
있다. 총 면적은 10 헥타르이며 너도밤나무, 참나무, 검은 소나무와 38
미터 높이의 수우추투 폭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부르사에서 트레킹/ 하이킹을 하면서 야생 생물들을 만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책로와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숙련된 트레커들을 위해서는 알라참 호수, 페브지예 마을, 크란야일라 그
리고 Ulu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트랜스 사만르의 50km 경로가 있다. 등
산객들을 위해서는 솔로즈-나를르자, 코자야일라-겔레미치, 오르하니
예-알라차크 폭포와 같은 흥미로운 코스가 있다.

미시(미시아)와 굘야즈 사이에서는 부르사의 색다른 자연을 즐길
수 있다. 미시에서 다예니제까지 45분 거리의 짧은 산책로로 다양한 산책
과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막셈프나르-아이바 노선은 굘야즈뿐만 아니라
아폴리안트 호수(울루아바트)도 볼 수 있다.

부르사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매우 아름다운 폭포들을 가지고 있다:
 - 수뒤셴(Sudusen) 폭포 – 겜릭
 - 수우추투 폭포 – 무스타파케말파샤
 - 오일라트 폭포 - 이네굘
 - 큐레클리데레 폭포 – 일드름
 - 사이타바트 폭포 - 케스텔
 - 알라참 폭포 – 케스텔
 - 샤프츠 폭포 – 무스타파케말파샤
 - 쿄세호로즈 폭포 – 무스타파케말파샤

방갈로식 숙박 시설은 코자야일라, 하르만즉, 이즈니크 등의 부르사 지
방에서 제공된다. 이러한 숙박 시설에서는 페인트볼(가상 전투), 양궁,
자전거 타기 및 ATV (대형 타이어의 4륜차) 타기뿐만 아니라 어드벤
처(Adventure) 파크를 포함한 액티비티 활동을 제공한다. 자연친화
적인 시설에서 맛있는 지역 음식과 제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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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루산

울
루

다

터키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키 및 오락의 중심지인 울루산은 국립 공
원이며, 등산객과 트래커들에게 적절한 장소이다. 이곳은 800여가지의 
식물군과 19개의 식물종을 보유하고 있고, 아폴론 나비는 전세계에서 
울루산에서만 발견된다. 비잔틴 전기 시대에 올림 푸스 산으로 
명명되었다.

부르사 도심의 케이블카 중앙 정류장 (http://www.teleferik.com.tr)에서
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 노선을 즐길 수 있다. 케이블카는 겨울에 스
키를 타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호텔 지역과 피크닉 장소로 안내한다. 케이
블카 여행을 하는 25분 동안, 여러분은 환상적인 파노라마 경치를 가진 그
림 같은 부르사를 보게 될 것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도시로 돌아가거나, 택
시 또는 돌무쉬 여행(공유 미니버스)을 통해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다.

1.	 Maden	스키	리프트

2.	 Beden	Terbiyesi	드래그	리프트

3.	 Kirkgozler	드래그	리프트

4.	 Monte	Baia	드래그	리프트

5.	 Karinna	드래그	리프트

6.	 Kartanesi	드래그	리프트

7.	 Mandra	드래그	리프트	

8.	 Kusaklıkaya	스키	리프트

9.	 Tutyeli	스키	리프트	

10.	 Cennetkaya	드래그	리프트

11.	 Italyan	드래그	리프트	

12.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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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루

다울루산
울루산은 도심 바로 근처에 있으며 사계절 어느 때나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산에는 여러 가지의 하이킹 코스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사르알
란에서 초방카야까지 숲을 통과하는 코스이며, 나무 라인 위의 코스는 빙
하호와 정상까지 이어지는데, 이 코스는 호텔 지역 동쪽에 있는 텅스텐
폐광산에서부터 시작된다.

13.	 Belvu	드래그	리	프트

14.	 Alkoclar	드래그	리프트

15.	 Karkay	스키	리프트

16.	 Fatin	Tepe		스키	리프트

17.	 Cennetkaya	스키	리프트

18.	 Yazici드래그	리프트1

19.	 Yazici드래그	리프트2

20.	 Beceren	드래그	리프트1

21.	 Beceren	드래그	리프트2

22.	 Kervansaray	스키	리프트

23.	 Fahri	스키	리프트

24.	 TSK	스키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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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

학
 유

적
지 고고학 유적지

아크토프라클륵 (Aktopraklik) 고분 고고학 공원 (Arkeopark) 및
야외 박물관

밀레아 모자이크 빌라

히사르 고고학 공원

아크토프라클륵
고분 고고학 공원은
부르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고대 정착지
중 하나이다. 이곳의
고고학적 유적지와
야외 박물관은 일년 
내내 방문 가능하다. 

부르사 무단야의 밀레아 무덤
및 빌라는 기원전 8년에 콜로폰
의 식민지로 설립된 고대 도시이
다. 투물루스 무덤과 모자이크
빌라로 유명하다.

Hisar Arkeopark에서 고고학 발굴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조디악 모자이크이며 이것은 기원후
2-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 시대에 
속한 모자이크는 태양이 12개의 가장 큰 별 클러스터를 
통 과하는 것 (즉, 1년 중 12개월)을 묘사한다.

아폴로니아 애드 린다쿰

부르사의 굘야즈에 있는 
아폴로니아 애드 린다쿰
(Apollonia ad Ryndacum)
은 빛의 신 아폴론의 
이름으로 설립 된 도시이다. 
아폴론 신전은 본토에서 
약 1km 떨어진 작 은 섬에 
위치해 있다.

교류클레 고대 무덤

교류클레 고대 무덤은 기원
전 150년에 지어졌다. 이 
무덤의 제비 모양 지붕은 
부르사에서 무단야와 겜릭 
무덤 다음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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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 유적지
샤힌카야 동굴

이즈닉 바실리카

고대 니케아 로마 극장

부르사 오르하넬리의 샤힌카야
동굴의 역사는 동굴에서 발견된
돌에 따르면 기원전 100,000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이
곳은 부르사에서 가장 초기에 사
용된 것으로 알려진 정착지이
다.

데레직 바실리카(대성당)

부르사 뷰육오르한에 있는 
데레직 바실리카는 기원후 5
세기에 지어졌다. 이 대성당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공식 종교로 받아들여진 후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교회 중 
하나로 추정된다.

부르사의 이 고대 대성당은 오늘날
이즈니크로 알려진 니케아 시 옆
호수 해안가에 기원후 4세기 경에
지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기원후
8세기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파괴되었고, 호수의 수위가
변화되면서 이후 물로 덮여졌다.
이 지하 대성당은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에서 언급되었다. 바실리카는 성 네오피토스를 
기념하여 세워졌다고 예측된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최초의 니
케아 에큐메니칼 협의회의 장소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부르사의 이즈니크
남서쪽에 있는 고대
니케아 로마 극장은
아나톨리아에서 가장
화려한 유물 중 하나이다.
이 극장은 기원후 2세기에
로마 황제 트라얀이 지은
것이며, 극장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티니아(Bithynia) 왕국의 편지에 의해
수집되었다. 극장은 수도에서 하는 것과 같이 검투사 게임과 다른 많은
성대한 공연을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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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기

밤문화
찾아보기: 놓치면 안 되는 밤의 즐길거리들
부르사의 밤문화는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터키 음악을 좋아한다
면, Arapsukru의 로컬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파티가
열리거나, 해가 뜨기 전까지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겨울에는 울루
산의 따뜻한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클럽 / 선술집

Podyumpark

외
출

하
기

Agora Meyhanesi

Anadolu Evi

BC Luzz Bar/Almira

Benzin

Bongo Bar

Cha Cha Bar

High Out

Jazz Bar

Jolly Joker

Just Pub

Kat 3

Hayal Kahvesi

Club Inferno

Kırmızı Pub

Leman Kültür

M Pub

Suare

No: on by Caddeüstü

Last Point 
Lounge&Bar

Club Noche

Şey Pub

The Coffee Shop 
Hookah Lounge

Saf-i Dem

Offline the Bar

The North Shield Pub

The Foxes Sports Pub

Green Fairy Irish Pub

Timeout 
Bar&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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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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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기

부르사	고고학	박물관
토파쉬	아나톨리아	자동차	박물관//	tofasanadoluarabalarimuzesi.com
도시박물관	//	bursakentmuzesi.com
카라괴즈	박물관//	karagozmuzesi.bursa.bel.tr
울루우마이	오스만	전통의복과	장신구	박물관	//	uluumay.com
17세기	오스만	저택	박물관
휸카르	저택	박물관//hunkarkosku.bursa.bel.tr	
섬유산업박물관I//	tekstilmuzesi.bursa.bel.tr	
이민	역사	박물관	bursagocmuzesi.com	
에너지	박물관//	bursamerinosenerjimuzesi.com
무단야	정전협정	전시관//	mudanyamutarekeevi.org
아타투르크	저택	박물관
이즈닉	박물관	
우무르베이	실크	생산	및	디자인	센터//	umurbeymuzesi.com	
부르사	과학	기술	센터(btm)	//	bursabilimmerkezi.org	
타히르	파샤	저택	박물관(Tahir	Pasa	Mansion)
아르케오파크	아크토프라클륵	고분/야외	박물관//	bursaarkeopark.com
부르사	나이프	박물관
Husnu	Zuber	저택	박물관
파노라마	1326	정복	박물관

국가	예술	미술관
Sami	Guner	미술관
Cemal	Nadir	Guler	미술관
Sefik	Bursali	예술	미술관
Ordekli	문화	센터
무단야	Tahir	Aga	문화예술센터
Cep	예술	미술관
Akbank	예술	미술관
Ilter	사랑의	예술	미술관
Radyo	S	예술	미술관
오스만가지	시립	예술	센터
Kamuran	예술	미술관
Baykus	예술	미술관
Akpinar	전시장
이즈닉	술레이만파샤	마드라사	예술공방
메리노스	아타투르크	의회	문화예술센터(ACCC)

+90	(224)	221	95	49
+90	(224)	220	88	40
+90	(224)	220	88	47
+90	(224)	234	65	50
+90	(224)	221	80	69
+90	(224)	716	37	77
+90	(224)	220	88	47
+90	(224)	224	16	40
+90	(224)	234	88	39
+90	(224)	261	10	70
+90	(224)	220	83	30
+90	(224)	225	54	73
+90	(224)	232	14	02
+90	(224)	243	73	43
+90	(224)	757	79	08
+90	(224)	272	16	00

박물관

미술관

Kent (C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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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기

축제

부르사 지방 교향악단 bursasenfoni.gov.tr 
부르사 실내 현악단
닐류페르 실내 현악단
Calgici Mektebi 집시 관현악단
아동 교향악단 / 청소년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부르사 지방 극장 / Ahmet Vefik Pasa 극장 – Feraizcizade 실내 현악단
부르사 광역시 극장 / Tayyare 문화센터
메리노스 아타투르크 의회 문화예술센터 (ACCC)
울루다 대학교 Prof. Dr. Mete Cengiz 문화원
BAOB(부르사 아카데믹 협회) 강당
큘투르파크 야외 극장
Ordekli 목욕탕&문화원
Gokdere 마드라사 문화원
Karabas-i Veli 문화원
닐류페르 시립 극장-Ugur Mumcu 연극
Nazım Hikmet 문화원
코나크 문화원-Sanat Mahal
무단야 Ugur Mumcu 문화원
Adile Nasit 극장

극장 및 문화 센터

부르사

부르사

부르사

부르사

오르한가지

이즈닉

겜릭

부르사

부르사

부르사

닐루페리

오스만가지

일드름

예니셰히르

켈레시

오르하넬리

오르하넬리

겜릭

규르수

케스텔

이네굘

무단야

부르사

카라자베이

6월-7월

7월

10월

11월-12월

7월

9월

9월

10월

4월

10월

9월

10월

6월

7월

6월

7월

6월

8월

7월

9월

8월-9월

10월

5월

7월

국제

국제

국제

국제

국제

국제

국제

국제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내/공공

국제

국제 부르사 축제

국제 골든 카라괴즈 전통춤 축제

부르사 어린이와 청소년 극장 축제

국제 카라괴즈 꼭두각시와 그림자 놀이 축제

민속 축제

전통 춤 축제

국제 민속 축제

부르사 국제 실크로드 영화 축제

문학의 날

부르사 사진의 날

음악 축제

무화과 축제

주말르크즉 축제

고추 축제

켈레시 카자야일라 전통 축제

고이누크벨렌(Goynukbelen) 딸기 축제

카라괴즈 문화 축제

올리브 축제

규르수 예술 및 배 축제

무지개 야외 관상용 식물 축제

문화 예술 축제

무단야 휴전 기념 축제

Karakucak 전통 레슬링

황새 축제

장소 축제명 기간 수준

외
출

 하
기

 //
 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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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핑

부르사는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로, 최상의 섬유 제품을 
구입하기에 이상적인 곳이다. 부르사의 상점에서는 옷과 액세서리,
신발, 핸드백, 화장품, 장난감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대형 쇼핑
센터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있다.

그랜드 바자르와 코자한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살 수 있는
역사 깊은 쇼핑 센터다. 판매하는 상품은 주로 보석, 섬유, 실크, 카펫, 가
정용 장식품 및 가죽 제품들이다. 부르사는 골동품이나 기념품 수집가
들에게도 좋은 도시이다. 유명한 부르사의 수건은 여러분의 쇼핑 목
록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들 중 하나일 것이다.

실내 시장
코자한
Zafer Plaza 쇼핑몰
Korupark 쇼핑몰
Bursa Anatolium 쇼핑몰
As Merkez Outlet 쇼핑몰
Kent Meydanı 쇼핑몰
Carrefour SA 쇼핑몰
Endulus Park 쇼핑몰

Magazin Outlet 쇼핑몰
Nilpark 쇼핑몰
Ozdilek 쇼핑몰
Ozdilek Park 쇼핑몰
Pembe Carsi 바자회
IKEA 쇼핑몰
Metro Gross 마트
Park Ora 쇼핑몰
Marka 쇼핑몰

쇼핑몰

부르사 그랜드 바자

쇼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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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

부르사 케밥(이스켄데르 케밥)

케말파샤 디저트

이네굘 미트볼 

잔특

피타빵 미트볼

설탕 밤조림

미
식

시내 중심가에는 맛있는 식당들이 가득하며 부르사 케밥(이스켄데르 케밥)
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이다. 터키의 케밥 전통은 터키인들의 유목민 시절에
서부터 시작되었다. 케밥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유명한
이스켄데르 케밥 맛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르사의 설탕 밤조림
은 그 맛이 아주 휼륭하며, 달콤한 복숭아 또한 부르사의 특산물이다.

피타 빵 조각 위에 얇게 자른 양고기와
뜨거운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일종의
도네르 케밥이다. 녹인 양 버터와
요구르트가 풍성하게 제공된다. 소화를
돕기 위한 음료로서 보통 시라(포도즙)
를 함께 판매한다. 토마토 소스와 끓는
버터는 때때로 식탁에서 직접 접시 위에
부어 서빙된다.

디저트는 반죽, 현지식 무염 치즈, 
세몰리나, 계란, 물 및 베이킹 파우더로 
요리된다. 반죽은 작은 공모양이며, 튀긴 
후 시럽으로 끓여 요리한다. 겨울에는 
크림을,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곁들인다. 

특별하게 구워낸 미트볼이다. 크고 둥근
조각으로 반죽된 미트볼은 그릴로 요리
된다. 이네굘 미트볼의 명성은 터키 전체
에 알려져 있다. 미트볼은 송아지 고기,
양고기, 소금, 중탄산나트륨, 양파의 특수
한 혼합 비율로 만들어진다. 이네굘 미트
볼에는 향신료가 첨가 되지 않는다.

모두가 좋아하는 재료(다진 고기, 치즈 등)
로 만들어진 작고 둥근 반죽 요리이다. 특
수한 오븐에서 구워진다.

피타 빵과 토마토, 요구르트 및 녹색 고추
위에 제공되는 구운 미트볼 요리이다.
버터와 토마토소스는 미트볼과 피타 빵에
곁들여진다.

설탕 밤조림은 부르사의 자랑이다. 설탕 시럽
으로 밤을 조려 만들어진다. 밤은 그대로 먹을
수도 있으나, 많은 디저트의 기본 재료가 되기
도 한다. 이 음식은 국지적으로 ‘Kestane
Sekeri(설탕밤조림)’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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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지역 특산품
아열대 기후인 부르사는 농산물의 매우 중요한 본거지다. 부르사의 검은 무화
과는 독특한 맛과 높은 품질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또한, 최상급 테이블 
올리브(오일을 만들지 않고 음식으로 먹는 올리브)의 생산지로서, ‘겜릭 올리브’
는 부르사의 특산품이다. 게다가 부르사의 ‘데 베지 배’, 체리, 복숭아도 각종 
채소들과 함께 가장 많이 소비되는 상품이다. 

부르사는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농식품 산업 덕분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
한 문명과 교류하였고 많은 지역 제품의 원산지이다. 때문에 풍부한 지리적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부르사 실크
아나톨리아를 통해 중국과 페르시아 실크를 유럽으로 가져온 실크로드 끝에 위
치한 부르사는 이후 실크 무역과 실크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오늘날 실크는
부르사의 대표 지역 수공예품으로 23개 지역의 마을에서 생산하고, 코자한은
15세기 이후 주요 실크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부르사 복숭아
부르사는 복숭아로 유명한 도시이다.
많은 종류의 복숭아가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진 복숭아는 장수와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부르사 검은 무화과 
부르사 검은 무화과는 긴 유통기한,
먹음직스러운 외관, 큰 사이즈, 달콤하고
풍부한 과즙으로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무화과로 알려져 있다. 이 것은 
부르사 지역에서만 재배되고 있으 며 
부르사에서 생산된 검은 무화과는 전
체 물량의 90%를 차지한다.

겜릭 올리브 
올리브 나무는 마르마라해
지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올리브는 검은 색이며 씨앗과
쉽게 분리되는 과육이 특징이다.

이즈닉 타일
15세기와 16세기 동안 이즈니크(역사
적 니케아)에서 생산된 전통적인 도자
기 타일은 오스만 제국의 문화적, 예술
적 정점을 보여준다. 이 타일의 표본들
은 터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명성
높은 박물관들에 소장되어 있다.

부르사 나이프(칼)
칼 만드는 기술은 부르사의 독
보적이고 유명한 기술이다. 전통
적인 수공예 공정으로 만들어졌으
며 고기 써는 칼, 빵 칼, 보닝 나이
프 (뼈를 발라내는 데 쓰는 소형 칼) 
및 육류용 칼과 같은 150 가지의 각 
기 다른 종류의 나이프가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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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ğanlı Botanik Parkı - Otantik Bursa Evleri Osmangazi
Uluyol Sirin Sok. No:12 Osmangazi
Kayhan Mahallesi, Kayhan Caddesi, No:29 Osmangazi
Etibank Mah. Merinos Parkı, Osmangazi Merkez Osmangazi
Gülbahçe Mah. Vardar Cd. No:36 Osmangazi
Tuzpazarı Mah. Bayathane Cad. No:8 Osmangazi
Belediye Cad. No:15 Osmangazi
Karaman Mah. İzmir Bulvarı Nilüfer
İhsaniye Fatih Sultan Mehmet Bulvari No:22 Nilüfer
Soğanlı Botanik Parkı - Otantik Bursa Evleri Osmangazi
Soğanlı Botanik Parkı Osmangazi 
Odunluk Mah. Akademi Cad. No:8 B2 Nilüfer
Kayapa Belediyesi İstiklal Mah. M.Akif Ersoy Cad. No:20/3 Nilüfer
Odunluk Mah. Erdoğan Binyücel Cad. No:5 D:1 Nilüfer
Eski Mudanya Yolu Caddesi No:8 Bademli Mudanya
Çağrışan Mah. Mudanya Cad. No:130 Mudanya
Nilüfer Köyü Mudanya Cad. No:261 Osmangazi
Yeni Yalova Yolu 3.Km No:408 (Özdilek Karşısı) Osmangazi
Odunluk Mah. Akademi Cad. No:10/B Nilüfer
Ormanlar Cad. Meşeli Park Bursa Organize Sanayi Bölgesi Nilüfer
Mudanya Yolu Cad. Gedik Plaza No:17/1 Nilüfer
Eski Mudanya Yolu Cad. 35/1 Bademli
İskele Mah. Göl Sahil Cad. No:54 İznik
Kuruçeşme Mah. Sakarya Cad. No: 20 Osmangazi
Köyiçi Mevkii, Cumalıkızık Köyü - Yıldırım
Kuruçeşme Mah. Sakarya Cad. Osmangazi
Umurbey Mah. Kapıcı Cad. No:9/1 Yıldırım
Kükürtlü Cad. Tan İş Mer No: 67 - Çekirge Osmangazi
Gaziakdemir Mah. Kültürpark İçi No:4/87 Osmangazi
Osmangazi Mah. 7.Kale Sk. No:27 Osmangazi
Alacamescit Mah. Tuzpazarı Sk. No:12 Osmangazi
Nilüfer Köy Mudanya Yolu Cad. No:30 Osmangazi
Görükle Sakarya Mah. Atatürk Cad. No:101/B-G Nilüfer
Kuruçeşme Mah. Altıparmak Cad. No:9-D Osmangazi
Kurtoğlu Mah. İ. Akdemir Sk. No:6 Setbaşı Yıldırım
Ulu Mah. Kıbrıs Şehitleri Cad. No:139 Osmangazi
Cami Şerif Mah. İskele Cad. No:9 - Zeytinbağı Mudanya
Muradiye Mah. Çekirge Cad. No:69/A Osmangazi
Kavaklı Mahallesi, Osmangazi Cad. No:1, 16040 Osmangazi/Bursa
Çamlıca Mahallesi, Lefkoşe Cd. No: 76 | Nilüfer, Eker Meydan AVM, Bursa, 
Osmangazi Mahallesi Orhangazi Çıkmazı No:10 Tophane / Bursa
Burçüstü Sokak | Kavaklı Mah., Bursa 16040, 
Altinşehir, Uğur Mumcu Blv. 56 B B | Nilüfer, Bursa 16120,
Cumhuriyet Caddesi, No:52 | Gölyazı Mahallesi, Bursa 16110, 
Namazgah Caddesi, No: 2 | Setbasi, Bursa 16000
Kestel, Saitabat Köyü, Şelale Mevkii, Bursa
Doğancı Köyü Orhaneli yolu üzeri 8. Km Bursa
Cumhuriyet Mah. Nilüfer Hatun Cad. No:114 | Podyum Park, Bursa, Türkiye
Cumhuriyet Mh. Nilüfer Hatun Cd., Bursa, Türkiye
Cumhuriyet Mahallesi, Nilüfer Hatun Cd. No:114, Dükkan No: F/10 Nilüfer/Bursa
Cumhuriyet Mh., Nilüfer Hatun Cd., Poyumpark 141/1, Nilüfer/Bursa
Meat Restaurant  Cumhuriyet Mahallesi, Nilüfer Hatun Cd. No:114, Nilüfer/Bursa
Snack & Fish   Cumhuriyet Mahallesi, Nilüfer Hatun Cd. No:114, Nilüfer/Bursa

KEBAPÇI İSKENDER
ULUDAĞ KEBAPÇISI
TARİHİ KAYHAN PİDELİ KÖFTECİSİ
HAYAT LOKANTASI
RUMELİ KARDEŞLER
ABİDİN USTA
ÇİÇEK IZGARA
DURAK MUHALLEBİCİSİ
HACI HASANOĞULLARI BAKLAVA&BÖREK
BECEREN
BEYKONAĞI
BAOB RESTORAN
UZAN ET
TAVACI RECEP USTA
ANADOLU ET LOKANTASI
ÇAĞRIŞAN ET MANGAL
BADEMLİ ET MANGAL RESTAURANT
KÖFTECİ YUSUF
BY AHTAPOTUS BALIK RESTORANI 
SİESTA MEŞELİ
RAFİNE MUTFAK STEAK HOUSE
EGE BALIK
BURSA İZNİK BERLİN LOKANTASI
BADEGAH
CUMALIKIZIK
DENİZ TABAĞI ISTAKOZ
FAYTON
GAGALİNİ
KÜLTÜR PARK DÖRTLER RESTAURANT
KALECİK RESTAURANT
LEMAN KÜLTÜR RESTAURANT
METİS RESTAURANT
MOSANTRAL
MÜSADENİZLE
ONUNCUKÖY
ŞANTAN RESTAURANT
ŞEKEREV
TÜRKÜ TADI
KÜÇÜKSARAY PİDELİ KÖFTE
ZENNUP 1844
SÜMBÜLLÜBAHÇE KONAĞI
KITAP EVI RESTAURANT
NEVALE by ELEMEĞİ
GÖLYAZİ GÖNÜL SOFRASI
MAHFEL
SAİTABAT KÖYÜ KADINLARI DAYANIŞMA DERNEĞİ
DOĞANCI KÖY SOFRASI
KÖŞEBAŞI RESTORAN
NUNNUM CAFE&RESTAURANT
COOKSHOP
NEWCASTLE
DELİ KASAP
RAD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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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급 호텔

4성급 호텔

**스파호텔

**스파호텔

Almira **
Crowne Plaza **
Çelik Palas **
Hilton
Kervansaray Termal * *
Marigold **
Sheraton
Mercure Bursa Hotel

Adranos Hotel
Anatolia
Baia
Central
Divan  **                                          
Gönlüferah   **                                      
Gönlüferah City
Görükle Oruç
Holiday Inn
The Berussa
Tuğcu
Angelacoma Otel
Ramada Otel Gemlik
İnegöl Royal Hotel
Ramada Bursa Cekirge 
Termal & Spa**
Ramada Bursa Nilüfer
Holiday Inn Bursa 
City Centre

+90 (224) 250 20 20
+90 (224) 800 08 00
+90 (224)  233 38 00
+90 (224) 500 05 05
+90 (224) 233 93 00
+90 (224) 444 16 26
+90 (224) 300 16 16
+90 (224) 230 01 00

+90 (224) 443 33 11
+90 (224) 233 94 00
+90 (224) 275 45 00
+90 (224) 273 55 00
+90 (224) 265 10 00
+90 (224) 233 92 10
+90 (224) 233 95 00
+90 (224) 483 32 99
+90 (224) 442 85 40
+90 (224) 239 69 90
+90 (224) 256 45 00
+90 (224) 719 50 00
+90 (224) 250 62 50
+90 (224) 444 66 13
+90 (224) 232 12 12

+90 (224) 666 05 55

+90 (224) 250 00 40

Ulubatlı Hasan Bulvarı No: 5 Osmangazi
Odunluk Mah. Akpınar Cd. No: 17 Nilüfer
Çekirge Cad. No: 79 Osmangazi
İstanbul Cad. Mo: 347 Osmangazi
Kükürtlü Mah. Çıta Sok. No: 16 Osmangazi
Çekirge Mah. 1. Murat Cad. No: 47 Osmangazi
Odunluk Mah. Akpınar Cad. Nilüfer
Kukurtlu Mah Cekirge Cad No 81 Osmangazi 16104

Üçevler Mah. Aysel Sok. N:12/1 Nilüfer
Çekirge Mah. Zübeyde Hanım Cad. N:1 Osmangazi
Yeni Yalova Yolu No: 477 Osmangazi
Ulubatlı Hasan Bul. No: 55 Osmangazi
Kükürtlü Mah. Dr. Rüştü Burlu Cad. No:11 Osmangazi
1. Murat Cad. No: 34 Osmangazi
Çekirge Mah. 1. Murat Cad. No: 20 Osmangazi
Görükle Dumlupınar Mah. İskele Sok. N:13 Nilüfer
Uludağ Üniv. Görükle Kampüs Alanı Nilüfer
Çekirge Mah. Uludağ Cad. No: 16 Osmangazi
Kırcaali Mah. Gazcılar Cad. No: 195 Osmangazi
Fatih Mh. Yeşilyurt Sk. N:3 İnegöl
Hisar Mh. Bahçelievler Sk. N:6 Gemlik
Kemalpaşa Mh.  Atatürk Cd. N: 54 İnegöl
Kükürtlü Mahallesi, 1. Mutlular Cd. No:5, 16100 
Osmangazi/Bursa
Odunluk Mah., Liman Cad. 13/A, 16110 Nilüfer/Bursa
Ulu Mahallesi, Ulubatlı Hasan Blv. No:44, 16220 
Osmangazi/Bursa

울루산 호텔

Zone 1 Zone 2

Grand Yazıcı 4 성급  
Le Chalet 3 성급
Kervansaray Uludağ
Alkoçlar
Büyük
Beceren
Fahri
Erta Soyak Hote

Kar
Atasu (Mila) 
Karinna  4 성급
Ağaoğlu My Mountain 4 성급
Kaya Uludağ 4 성급
Bof Hotel
Monte Baia
Uludag Orman Koskleri

+90 (224) 285 20 50
+90 (224) 285 23 42
+90 (224) 285 21 87
+90 (224) 285 22 17
+90 (224) 285 20 05
+90 (224) 285 21 11
+90 (224) 285 20 10
+90 (0224) 285 20 29

+90 (224) 285 21 21
+90 (224) 285 20 71
+90 (224) 285 23 60
+90 (224) 285 24 17
+90 (224) 285 25 00
+90 (224) 800 00 00
+90 (224) 285 23 83
+90 (553) 696 00 16 
+90 (553) 696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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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급 호텔
Ada Palas 호텔
Karakaya호텔
호텔 Efehan
Hampton By Hilton
Aloft Bursa
Kardes 호텔
Buyuk Ozkan호텔
Yıldız 스파 호텔
Artic 호텔
Ibis호텔 부르사
Kent 호텔
Yesil Purusa호텔
Kervansaray 부르사
Montania 호텔
Doga-Lya호텔
Syrus 호텔
호텔 Park Inegol
Familia 호텔
Gemlik Pasa호텔
Hande호텔
Iznik Zeytin Bahcesi
Caglayan 호텔

Cekirge 1. Murat Cd. N:21 Osmangazi
S. Garaj Mh. Ulubatli Hasan Blv. N:33 Osmangazi
Alacamescit Mh.Gumusceken Cd. N:34 Osmangazi
Soganlı Mh. Y. Yalova Yolu N:349 Osmangazi
Odunluk Mh. Akpinar Cd. N:4/1 Nilufer
Ahmetpasa Mh. Nedim Sk. N:17/E Osmangazi
Kırcaali Mh. Celal Bayar Cd. N:191 Osmangazi
Cekirge Mh. Selvinaz Cd. N:1 Osmangazi
Tahtakale Mh. Maksem Cd. N:95 Osmangazi
Altinova Mh. Fuar Cd. N:31 Osmangazi
Nalbantoglu Mh. Ataturk Cd. N:69 Osmangazi
Sakarya Mh. Ulubatli Hasan Bul. N:80/1 Osmangazi
Aktarhussam Mh. Fevzi Cakmak Cd. N:31 Osmangazi
Omerbey Mh. Istasyon Cd. N:8 Mudanya
Halitpasa Mh. Manolya Sk. N:33 Mudanya
Hisar Mh. Yener Sk. N:24 Gemlik
Osmaniye Mh. Altıeylul Cd. N:4 Inegol
Muradiye Mh. Turist Yolu Cd. N:91 Orhangazi
Hamidiye Mh. Istiklal Cd. Bora Sk. N:2 Gemlik
Lalasahin Mh. Setboyu Sk. N:17 Mustafakemalpasa
Selcuk Mh. Kutalmıs Oglu Suleyman sah Cd. N:119 Iznik
Oylat Mevkii Hilmiye Koyu Inegol

+90 (224) 233 39 90
+90 (224) 253 75 75

+90 (224) 225 22 60
+90 (224) 400 04 04
+90 (224) 300 30 30

+90 (224) 272 17 70
+90 (224) 272 15 00
+90 (224) 239 69 80
+90 (224) 224 55 05
+90 (224) 275 85 00
+90 (224) 223 54 20
+90 (224) 888 00 18

+90 (224) 220 00 00
+90 (224) 544 60 00
+90 (224) 544 86 66
+90 (224) 512 32 00
+90 (224) 714 92 92
+90 (224) 573 90 25
+90 (224) 514 34 34
+90 (224) 613 23 45
+90 (224) 757 24 04
+90 (224) 733 10 60

생태 숙소
Harmancık Eko Turizm Evleri
İznik Eko Turizm Evleri
Gököz Natural Park
İznik Askanya Hotel

+90 (224) 881 24 01
+90 (531) 562 61 46

+90 (545) 421 04 94
+90 (532) 275 16 46

Dede Mevkii Harmancik
Campinar Mah. Iznik
Gokoz Mah. Gokoz Sk. No: 156 Keles / Bursa
Keramet Mahallesi, Iznik Orhangazi Yolu  
18. km, 16800 Orhangazi/Bursa

특별 예약 숙소
Authentique Club
Kitapevi 호텔
Cumalıkızık 1
Safran호텔
Kale Ici 호텔

+90 (224)  211 32 80
+90 (224) 225 41 60
+90 (224) 372 33 25
+90 (224) 224 72 16
+90 (224) 223 17 07

Botanik Parkı Soganli Mah. Osmangazi
Kavakli Mah. 6. Kavakli Sok. No:21 Osmangazi
Koyici Mevkii Cumalikizik Koyu Yildirim
Osmangazi  Mh. 9.Ara Sk. N:3  Osmangazi
Mollagurani  Mh. Dolapli Sk. N:3  Osmangazi

      Harmancik 생태 관광 시설      Harmancik 생태 관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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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사의 최초

세계 최초의 교회 협의회는 부르사의 니케아(이즈니크)에서 열렸다.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수도는 부르사이다.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화폐는 부르사에서 주조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다리는 부르사에 구축되었다.

첫 번째 양모, 면, 비단 직물은 부르사에서 직조되었다.

첫 비단 회사는 부르사에 설립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병원은 부르사에 세워졌다.

아나톨리아의 최초의 극장 건물은 부르사에 남아있다.

아나톨리아의 첫 공식 박물관은 1902년 부르사에서 개관됐다.

터키 최초의 시립 박물관은 부르사에서 개관됐다.

최초이자 유일하게 음악이 없는 민속 춤은 부르사의 춤이다.

터키의 첫 스키 대회는 부르사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최초의 수건은 부르사에서 생산되었다.

터키의 첫 번째 공중케이블은 부르사에 건설되었다.

세계 최초의 크롬 광산은 1848년 부르사 오르하넬리에서 발견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타일은 부르사의 이즈니크에서 제작되었다.

터키의 첫 광물 수산업은 1855년 부르사에서 운영되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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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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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응급 의료상황

터키에서 받는 모든 의료서비스는 유료이다. 따라서 여행 
전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빌레지크는 
도심과 근교 지역에 일부 병원과 보건 센터를 두고 있다. 
약은 낮에만 약국에서 판매된다. 영업 중인 약국에서는 
언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기
전기의 주전압은 220V와 50Hz이다. 유럽식 콘센트(2핀플러그)가 부르
사에서 표준 콘센트이다.

안전한 여행 
부르사는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휴가지 중 한 곳 이다. 물론 늦은 밤에 혼자
이동하는 경우 항상 조심해야 한다.

기후
부르사는 지중해성의 습한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다.
월 평균 기온: (°C)

1월: 0 / 6
4월: 7 / 19
7월: 18 / 30
10월: 12 / 21

2월: 2 / 9
5월: 10 / 23
8월: 19 / 34
11월: 5 / 13

3월: 5/ 14
6월: 15 / 28
9월: 14 / 25
12월: 4 / 11

렌터카
터키에서는 EU, 미국 또는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여권, 보험증 등은 항상 차에 구비해 
두어야 한다. 국제 주요 렌터카 회사들 뿐만 아니라 현지 
렌터카 회사도 모두 부르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터키에서 운전 방향은 오른쪽이다. 터키의 도로 표지판은 
도로 표지판에 관한 국제 의정서를 준수하며, 고고학 및 
유적지는 노란색 표지판으로 표시된다.

Avis +90 444 28 47 | Budget +90 444 47 22
Europcar +90 216 427 04 27 | Sixt +90 212 444 00 76



생활비

환율

일상 소비자 제품의 평균 가격은 :

중앙 관광 정보
경찰
응급 의료
화재 비상
전화번호 안내
군인
부르사 시청
부르사 주지사
관광부

+90 (224) 220 18 48
155
112
110
11811
156
153
179
176

Bursaray지하철 승차권 평균
성인 1명 박물관 출입권
샌드위치 1 개 평균
카페 맥주 1 병
작은 커피 1컵
피자 1 개 평균

670원
6000원
3400원
6700원
4700원

9400-13400원

중요한 전화 번호

법화-리라(TL) = 100 쿠루시(화폐 단위)
동전 쿠루시: 5, 10, 25, 50 / TL: 1
지폐 TL 5, 10, 20, 50, 100, 200

터키 리라 표현

유용한 정보

국제 신용 카드와 직불 카드는 빌레지크 전역의 상점과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작은 상점과 카페, 특히 외곽 지역에서는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더욱 좋다. 보통 환전소나 은행, 호텔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환전할 수
있다. 여행자 수표는 은행에서만 교환할 수 있다. 현금 지급기(ATM)는 대부분
의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요 신용 카드와 직불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안
내 멘트는 영어로 안내된다. 만약 터키를 떠나기 전에 TL를 환전하거나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건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그 통화가 합법적으로 교환되었다
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Bursa Eskişehir Bilecik Development Agency (BEBKA)
Address: Altınova Mah. İstanbul Cad. 424/4

 Buttim İş Merkezi Buttim Plaza Kat 6
 16250 Osmangazi/Bursa TÜRKİYE

Phone: +90 224 211 13 27
Web: www.bebka.org.tr

E-mail: bebka@bebka.org.tr

Bursa Investment Support Office
Web: www.bursainvest.gov.tr

E-mail: bursa@bebka.org.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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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사
위대한 도시

부르사, 에스키셰히르, 빌레지크 개발청 (BEBKA)
Address: Isiktepe OSB Mahallesi Aritma Caddesi

No:12/1 16215 Nilufer/Bursa TURK4YE
전화: +90 224 211 13 27
웹: www.bebka.org.tr

이메일:  bebka@bebka.org.tr

부르사 투자 지원 사무소
웹: www.bursainvest.gov.tr
이메일: bursa@bebka.org.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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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공화국
산업 및기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