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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세나다샌디에고샌프란시스코 몬트레이

Carmel Mission

Mission Dolores

San Diego de Alcalá

Royal Princess

•142,000
GROSS TONNAGE

멕시코 과달루페 & LA/샌프란시스코/몬터레이/샌디에고/엔세나다/LA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출발 ~ 4월 6일 월요일 도착

과달루페성모발현성지 캘리포나아미션순례크루즈 1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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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미션 순례 크루즈

California의역사는미션으로부터출발한다. San Diego, San Juan Capistrano, Santa Barbara,
San Jose, San Francisco 등에서보듯이, California에는성인들의이름을딴지명들이즐비하다.
이는 1542년서양사람으로는최초로이지역을항해한 Portugal 사람 Juan Rodriguez Cabrillo를
시작으로, 1683년일단의예수회소속선교사들이지금의 Baja California Sur와 Norte 지역에
스무곳의미션을, 이어서 Francisco회소속선교사들이지금의미국땅 California에 21개의
Mission을건립, 온갖어려움을무릅쓰고이땅을복음화한데에서, 오늘날, 이지구상어느곳과도
비교가되지않을만큼의젖과꿀이흐르는아름다우면서도문명화된, Spain의옛전설속여왕의
이름인 “하늘나라에가까운보물이많은섬” 이라는의미를내포한 “Calafia”에서유래한
“California”라는이름값이라도해내듯, 풍요롭게축복받은땅이되어있음을우리는잘알고있다.
이는 California 주초등학교 4학년교과과정에도, 학생과학부모가반드시함께미션을순례하고
공동명의로 Report를제출해야만승급을할수있도록되어있는제도만보더라도,  Mission이
이땅에어떤의미를갖는지를짐작케할뿐더러, New York Times 가죽기전에가보아야할 100곳을
선정하면서대부분의캘리포니아미션을포함시켰음을보아도알수있다하겠다. 이제그 21곳의
미션들이이어져만들어진 “왕도 [El Camino Real: Royal Road]를따라건설된 Hwy 101 이며일부 5번
국도를달려보자. 그리고우리신앙선조들의그값진피와땀과노고에깊이감사해하는마음을
담아이순례길에올라보자. 그리고, 왕이시여부디영원하시라!

♣ 美, 캘리포니아 미션 - 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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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도착일 : 서울출발 3월25일(수)~4월6일(월) 10박 13일 / 미주출발 3월25일(수)~4월4일(토) 10박 11일
멕시코과달루페 3월25일(수)~3월28일(토) 3박 4일 / 크루즈 3월28일(토)~4월4일(토) 7박 8일

2. 크루즈선박 : 로얄프린세스호 (142,000톤급)

3. 크루즈승선 : 샌 페드로항구(로스앤젤레스)

4. 상품 특징 : 과달루페성모발현성지 / 캘리포니아미션 순례크루즈

5. 여행 경비 : 가격표참조 (2인 1실, 1인 요금 기준)

출발지별 항공 포함 유무 서울 출발(항공 포함) 미주 출발(항공 불포함)

10박 13일 10박 11일 3박 4일 7박 8일

내측객실 $4,490 $2,990
$790

$2,290

발코니객실 $4,990 $3,490 $2,790

구 분 세부 내역

포함사항

 서울 출발 10박 13일 일정 만 항공 포함(ICN / MEX / LAX / ICN 일반석)

 크루즈 요금 (선내식사, 선내 부대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 항만세 항구세 정부세 및 일체의 TAX 포함

 각 기항지 미션 방문 및 현지 관광, 중식 등 일체의 순례 비용 포함

 크루즈 전문, 미션 전문 및 기향지 관광 전문 가이드 팁과 일체비용

 국제적 관례에 따른 선내팁 (선내1인, 1박당 $13.5, 총 $148.50) 및 가이드와 기사 팁

불 포함사항
 각 지역 출발 멕시코 시티 및 로스앤젤레스 도착 왕복 항공요금(10박 13일은 포함)

 여행자 보험

기타

안내사항

 예약시 예약금 $1,000을 지불하셔야합니다. / 잔금은 출발 75일 전에 완불하셔야 합니다.

 크루즈 여행의 경우 선사의 취소료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1. 상품 안내 및 요금

객실종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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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노선도 ] [ 크루즈일정개요 ]

인천 ⇒ 멕시코시티(멕시코) ⇒ 로스앤젤레스(美, 캘리포니아)

⇒ 샌페드로(美, 캘리포니아) ⇒ 해상(전일항해) 

⇒ 샌프란시스코(美, 캘리포니아) ⇒ 몬터레이(美, 캘리포니아)

⇒ 해상(전일항해) ⇒ 샌디에고(美, 캘리포니아)

⇒ 엔세나다(멕시코) ⇒ 샌페드로(美,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美, 캘리포니아) ⇒ 인천

DATE DAY PORT ARRIVE DEPART

제 1 일 수

인 천

로스앤젤레스

멕시코시티

-

00:00

00:00

00:00

00:00

호텔 숙박

제 2 일 목 멕시코시티 - 호텔 숙박

제 3 일 금 멕시코시티 - 호텔 숙박

제 4 일 토

멕시코시티

로스앤젤레스

샌페드로 / 크루즈 승선

-

00:00

00:00

00:00

00:00

16:00

제 5 일 일 해 상 - -

제 6 일 월 샌프란시스코 07:00 22:00

제 7 일 화 몬터레이 08:00 18:00

제 8 일 수 해 상 - -

제 9 일 목 샌디에고 08:00 22:00

제 10 일 금 엔세나다 08:00 17:00

제 11 일 토
샌페드로 / 크루즈 하선

로스앤젤레스

06:15

-

08:30

00:00

제 12 일 일 날짜 변경선 통과 ----- -----

제 13 일 월 인 천 00:00

2. 크루즈 운항 노선 및 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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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선박 제원

선 사 프린세스(미국) 선박길이 1,083 Feet

총톤수 142,000 톤 선박폭 217 Feet

데 크(층수) 19 층 총탑승객 3,560 명

선박 리노베이션 2016 년 최고 스피드 22 Knots

Princess Cruises

5-Star 프리미엄크루즈의특별함, 프린세스크루즈로얄호

프리미엄크루즈의특별함
프린세스크루즈는클래식한크루즈의매력을현대인의라이프스타일에접목시킨대표적인프리미엄선사입니다. 세심한서비스와 웨스트엔드
스타일의화려하고품격높은공연, 세계적인요리사가제안하는고품격다이닝, 격조높은선상시설과다양한프로그램으로크루즈애호가들에게
많은사랑을받고있습니다.

넓은선상에서의다양한선택과승객개개인에대한세심한배려
상상을초월하는초호화시설과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각종볼거리와향연은프린세스만의흉내낼수없는자랑입니다.  14만톤급의로얄호는
크루즈라기보다는하나의예술작품이라할수있습니다. AOL 카페, 9홀미니골프와가상골프장, 남서부스타일의레스토랑, 이태리레스토랑,
피자리아와햄버거그릴, 24시간레스토랑까지다양하면서도풍부한식사옵션과 라운지, 나이트클럽, 카지노는크루즈여행의재미를부여합니
다.

진정한맛의향연 & 당신을유혹하는한밤의선상축제
프린세스크루즈의다이닝은바다위에서펼쳐지는식사그이상의선물입니다. 라스베가스의프리미엄호텔등세계적인특급호텔의 F&B 매니저
를 통해다이닝의수준을한층끌어올렸습니다. 어둠이내리면프린세스크루즈는활기로넘칩니다.  화려한쇼와스타일리시한바(Bar)에서즐기
는 라이브음악과칵테일, 세련된라운지와클럽, 멋진게임을즐길수있는카지노는여러분의밤을더욱빛나게할것입니다.

3. 크루즈 선박 안내 – 프린세스 로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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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세스 로얄 호 - 선실안내

Inside(내측객실) Balcony(발코니) Mini-Suite(미니스윗)

선박의 내측에 위치,
아늑하고 편안한 경제적인 선실

발코니 보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선실

거실과 욕조 보유,
큰 발코니 있는 선실

※ 1. 크루즈 선실은 2인 1실 기준으로 트윈침대가 기본으로 배열되며, 더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세면도구, 면도기, 치솔, 치약 등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귀중품 보관은 안전금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선실에는 에어컨,위성티비,전화기,헤어드라이기,샤워시설, 개별화장실, 소파, 안전금고가
구비되어 있으며, 모든 객실에 유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합니다.

4. 크루즈 선박 안내 – 선내 주요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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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세스 로얄 호 선내 주요시설

Anytime dining Freshwater Pools & Hot Tubs Princess Theater

The Piazza The Seawalk Vegas Style Casino

4. 크루즈 선박 안내 – 선내 주요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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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도시 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 일

수

인 천

한국

경유

멕시코시티

멕시코

인천국제공항 도착 미팅포인트에서 인솔자 미팅

인천국제공항 출발 편 약 시간 소요

날짜 변경선 통과

로스앤젤레스 공항 도착 멕시코 행 연결편 환승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출발 편 약 시간 분 소요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석식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중 기내식

석 한 식

또는 동급

제 일

목

멕시코시티

멕시코

전일

호텔 조식 후 멕시코시티 순례

성모님 발현지로 교황청이 지정한 대 성지 중 하나인 테페약 언덕 과달루페 대성당

성모님 차 발현지인 우물의 소성당 미사 봉헌

과달루페 박물관 뜰라뗄로꼬 유적지

세계 인류학 박물관 견학

석식 후 호텔로 이동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상동

제 일

금

멕시코시티

멕시코

전일

호텔 조식 후 멕시코 시티 순례 및 테오디와칸 탐방

후안디에고 성인의 숨결이 살아 있는 인디오의 소성당 미사 봉헌

떼오티와칸으로 이동 차량으로 약 분 소요

떼오티와칸 문명 중에서 최대의 건축물이고 세계에서도 세번째 크기인 해의

피라미드 신전 와 커다란 종교의례를 행하였던 달의 피라미드 신전

사자의 길을 따라 재큐어 사원 등 탐방

소칼로광장 에 세워진 메트로폴리타나 대성당 대통령 궁과 삼문화 광장 등

석식 후 호텔로 이동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상동

1. 멕시코 성모 발현 성지(과달루페) 와 캘리포나아 미션 순례 크루즈 10박 13일 (제1일~제3일)

5/1. 10박 13일 세부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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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도시 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 일

토

멕시코시티

멕시코

샌페드로
켈리포니아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및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도착 출국 수속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출발 약 시간 분 소요

로스앤젤레스 공항 도착 후 샌페드로 항구 크루즈 터미널로 이동

크루즈 체크인 수속 후 크루즈 승선
럭셔리 크루즈 호 승선
선내 안전훈련 보통 크루즈 출항 시간 전에 실시되나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크루즈 출항
정찬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대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선내 주요시설 안내

스포츠 시설 무료 이용
실내외 수영장 어린이 전용풀장 자쿠지 조깅트랙 휘트니스 센터 스포츠코트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유료 등

공공장소와 극장 무료 이용
대극장 카지노 다양한 라운지 바 회의실 컨퍼런스룸 미팅룸 카드룸 인터넷카페
도서관 어린이전용시설 미니클럽스콕 아트갤러리 면세점 선물 야외
극장 대형스크린 등

기타 시설 유료 이용
포토샵 세탁및다림질 서비스 리셉션 안내데스크 기항지관광데스크 병원 환전소 등

중 선내식
석 선내식

제 일

주일

전일 항해

해상
전일

선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자유 시간

사우나 자쿠지 실내외 수영장 헬스 클럽

각종 선내 프로그램 스포츠 댄스 강습 요가 강습 참여 등

대 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후 휴식

조 선내식

중 선내식

석 선내식

5/1. 10박 13일 세부 일정 안내

2. 멕시코 성모 발현 성지(과달루페) 와 캘리포나아 미션 순례 크루즈 10박 13일 (제4일~제5일)



KORUSTOUR.COM

일 자 도시 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 일

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샌 프란시스코 기항

크루즈 하선 가이드 기사 미팅

샌 프란시스코

샌 프란시스코 데 아씨시 미션 순례

순례 바다에 접해 있는 선착장을 개조하여 만든 대형 쇼핑몰 피어

세계 최대의 인공 공원인 금문 공원 세계 제일의 미를 자랑하는 금문교 등

관광 후 미션 순례

항구로 귀환 후 크루즈 재 승선

샌 프란시스코 출항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선내식

제 일

화

몬테레이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기항

크루즈 하선 가이드 기사 미팅

몬테레이

산 카를로스 보로메오 데 카르멜로 미션 순례

몬테레이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유명 관광 명소인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

통조림 공장이 주욱 늘어서 있는 통조림 공장 길인 캐너리 로우

주변의 절경이 너무 아름다운 마일 드라이브 코스 등

항구로 귀환 후 크루즈 재 승선

몬테레이 출항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선내식

제 일

수

전일 항해

해상
전일

선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자유시간

사우나 자쿠지 실내외 수영장 헬스클럽

각종 선내 프로그램 스포츠 댄스 강습 요가 강습 참여 등

대 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후 휴식

조 선내식

중 선내식

석 선내식

5/1. 10박 13일 세부 일정 안내

3. 멕시코 성모 발현 성지(과달루페) 와 캘리포나아 미션 순례 크루즈 10박 13일 (제6일~제8일)



KORUSTOUR.COM

일 자 도시 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 일

목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기항

크루즈 하선 가이드 기사 미팅

샌디에고

샌 디에고 데 알깔라 미션 순례

역사적인 유적지들과 박물관이 모여 있는 올드 타운 샌 디에고

개의 박물관과 샌 디에고 동물원이 들어선 공원 발보아 파크

대통령들이 꼭 묵고 가는 코로나도 섬의 아름다운 델 코로나도 호텔 등

항구로 귀환 후 크루즈 재 승선

샌디에고 출항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선내식

제 일

금

엔세나다

멕시코

엔세나다 기항

크루즈 하선 가이드 기사 미팅

엔세나다

좁은 절벽의 틈으로 솟구치는 바다 분수의 명소

멕시칸 식 시 푸드를 맛볼 수 있는 수산물 시장 블랙 마켓

호텔이었지만 지금은 전시회장으로 이용되는

엔세나다 다운 타운 자유 관광 멕시코 기념품 쇼핑 등

항구로 귀환 후 크루즈 재 승선

엔세나다 출항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선내식

5/1. 10박 13일 세부 일정 안내

4. 멕시코 성모 발현 성지(과달루페) 와 캘리포나아 미션 순례 크루즈 10박 13일 (제9일~제10일)



KORUSTOUR.COM

일 자 도시 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 일

토

샌페드로

캘리포니아

샌페드로 기항

크루즈 하선 후 가이드 미팅

샌페드로

샌페드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카브릴로 수족관 관람

태평양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위에 위치한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

세기말 부터 세워진 산후안 카피스타라노 수도원 순례 및 미사 봉헌

산타모니카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종합미술센터인 게티박물관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인근지역 관광 센츄리시티 로데오 비버리힐스 썬셋과 헐리웃

저녁식사 후 공항으로 이동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도착 출국 수속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출발 편 약 시간 분 소요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제 일

주일

날짜 변경선 통과
전식

기내식

제 일

월

인 천

한국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자유 해산.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조 기내식

중 기내식

석 기내식

5/1. 10박 13일 세부 일정 안내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5. 멕시코 성모 발현 성지(과달루페) 와 캘리포나아 미션 순례 크루즈 10박 13일 (제11일~제13일)



KORUSTOUR.COM

일 자 도시 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 일

수

각 도시

멕시코시티

(멕시코)

00:00

00:00

00:00

각 도시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각 도시 공항 출발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석식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중 : 기내식

석 : 한 식

** HOTEL: GALERIA HOTEL 또는 동급 **

제 일

목

멕시코시티

멕시코

전일

호텔 조식 후 멕시코시티 순례

성모님 발현지로 교황청이 지정한 대 성지 중 하나인 테페약 언덕 과달루페 대성당

성모님 차 발현지인 우물의 소성당 미사 봉헌

과달루페 박물관 뜰라뗄로꼬 유적지

세계 인류학 박물관 견학

석식 후 호텔로 이동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상동

제 일

금

멕시코시티

멕시코

전일

호텔 조식 후 멕시코 시티 순례 및 테오디와칸 탐방

후안디에고 성인의 숨결이 살아 있는 인디오의 소성당 미사 봉헌

떼오티와칸으로 이동 차량으로 약 분 소요

떼오티와칸 문명 중에서 최대의 건축물이고 세계에서도 세번째 크기인 해의

피라미드 신전 와 커다란 종교의례를 행하였던 달의 피라미드 신전

사자의 길을 따라 재큐어 사원 등 탐방

소칼로광장 에 세워진 메트로폴리타나 대성당 대통령 궁과 삼문화 광장 등

석식 후 호텔로 이동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상동

5/2. 10박 11일 세부 일정 안내

1. 멕시코 성모 발현 성지(과달루페) 와 캘리포나아 미션 순례 크루즈 10박 11일 (제1일~제3일)



KORUSTOUR.COM

일 자 도시 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 일

토

멕시코시티

멕시코

샌페드로
켈리포니아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및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도착 출국 수속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출발 약 시간 분 소요

로스앤젤레스 공항 도착 후 샌페드로 항구 크루즈 터미널로 이동

크루즈 체크인 수속 후 크루즈 승선
럭셔리 크루즈 호 승선
선내 안전훈련 보통 크루즈 출항 시간 전에 실시되나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크루즈 출항
정찬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대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선내 주요시설 안내

스포츠 시설 무료 이용
실내외 수영장 어린이 전용풀장 자쿠지 조깅트랙 휘트니스 센터 스포츠코트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유료 등

공공장소와 극장 무료 이용
대극장 카지노 다양한 라운지 바 회의실 컨퍼런스룸 미팅룸 카드룸 인터넷카페
도서관 어린이전용시설 미니클럽스콕 아트갤러리 면세점 선물 야외
극장 대형스크린 등

기타 시설 유료 이용
포토샵 세탁및다림질 서비스 리셉션 안내데스크 기항지관광데스크 병원 환전소 등

중 선내식
석 선내식

제 일

주일

전일 항해

해상
전일

선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자유 시간

사우나 자쿠지 실내외 수영장 헬스 클럽

각종 선내 프로그램 스포츠 댄스 강습 요가 강습 참여 등

대 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후 휴식

조 선내식

중 선내식

석 선내식

5/2. 10박 11일 세부 일정 안내

2. 멕시코 성모 발현 성지(과달루페) 와 캘리포나아 미션 순례 크루즈 10박 11일 (제4일~제5일)



KORUSTOUR.COM

일 자 도시 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 일

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샌 프란시스코 기항

크루즈 하선 가이드 기사 미팅

샌 프란시스코

샌 프란시스코 데 아씨시 미션 순례

순례 바다에 접해 있는 선착장을 개조하여 만든 대형 쇼핑몰 피어

세계 최대의 인공 공원인 금문 공원 세계 제일의 미를 자랑하는 금문교 등

관광 후 미션 순례

항구로 귀환 후 크루즈 재 승선

샌 프란시스코 출항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선내식

제 일

화

몬테레이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기항

크루즈 하선 가이드 기사 미팅

몬테레이

산 카를로스 보로메오 데 카르멜로 미션 순례

몬테레이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유명 관광 명소인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

통조림 공장이 주욱 늘어서 있는 통조림 공장 길인 캐너리 로우

주변의 절경이 너무 아름다운 마일 드라이브 코스 등

항구로 귀환 후 크루즈 재 승선

몬테레이 출항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선내식

제 일

수

전일 항해

해상
전일

선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자유시간

사우나 자쿠지 실내외 수영장 헬스클럽

각종 선내 프로그램 스포츠 댄스 강습 요가 강습 참여 등

대 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후 휴식

조 선내식

중 선내식

석 선내식

5/2. 10박 11일 세부 일정 안내

3. 멕시코 성모 발현 성지(과달루페) 와 캘리포나아 미션 순례 크루즈 10박 11일 (제6일~제8일)



KORUSTOUR.COM

일 자 도시 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 일

목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기항

크루즈 하선 가이드 기사 미팅

샌디에고

샌 디에고 데 알깔라 미션 순례

역사적인 유적지들과 박물관이 모여 있는 올드 타운 샌 디에고

개의 박물관과 샌 디에고 동물원이 들어선 공원 발보아 파크

대통령들이 꼭 묵고 가는 코로나도 섬의 아름다운 델 코로나도 호텔 등

항구로 귀환 후 크루즈 재 승선

샌디에고 출항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선내식

제 일

금

엔세나다

멕시코

엔세나다 기항

크루즈 하선 가이드 기사 미팅

엔세나다

좁은 절벽의 틈으로 솟구치는 바다 분수의 명소

멕시칸 식 시 푸드를 맛볼 수 있는 수산물 시장 블랙 마켓

호텔이었지만 지금은 전시회장으로 이용되는

엔세나다 다운 타운 자유 관광 멕시코 기념품 쇼핑 등

항구로 귀환 후 크루즈 재 승선

엔세나다 출항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선내식

제 일

토

샌페드로

캘리포니아

샌페드로 기항

크루즈 하선 후 자유 해산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조 선내식

5/2. 10박 11일 세부 일정 안내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멕시코 성모 발현 성지(과달루페) 와 캘리포나아 미션 순례 크루즈 10박 11일 (제9일~제11일)



KORUSTOUR.COM

일 자 도시/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1일

3/25

(수)

각 도시

멕시코시티

(멕시코)

00:00

00:00

00:00

각 도시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각 도시 공항 출발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석식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중 : 기내식

석 : 한 식

** HOTEL: GALERIA HOTEL 또는 동급 **

제2일

3/26

(목)

멕시코시티

멕시코

전일

호텔 조식 후 멕시코시티 순례

성모님 발현지로 교황청이 지정한 대 성지 중 하나인 테페약 언덕 과달루페 대성당

성모님 차 발현지인 우물의 소성당 미사 봉헌

과달루페 박물관 뜰라뗄로꼬 유적지

세계 인류학 박물관 견학

석식 후 호텔로 이동 휴식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한 식

상동

제3일

3/27

(금)

멕시코시티

멕시코

전일

호텔 조식 후 멕시코 시티 순례 및 테오디와칸 탐방

후안디에고 성인의 숨결이 살아 있는 인디오의 소성당 미사 봉헌

떼오티와칸으로 이동 차량으로 약 분 소요

떼오티와칸 문명 중에서 최대의 건축물이고 세계에서도 세번째 크기인 해의

피라미드 신전 와 커다란 종교의례를 행하였던 달의 피라미드 신전

사자의 길을 따라 재큐어 사원 등 탐방

소칼로광장 에 세워진 메트로폴리타나 대성당 대통령 궁과 삼문화 광장 등

석식 후 호텔로 이동 휴식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한 식

상동

제4일

3/27

(토)

멕시코시티

(멕시코)

각 도시

00:00

00:00

00:00

호텔 조식 후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으로 이동 및 도착 후 출국 수속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출발

각 도시 공항 도착 후 자유 해산.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조 : 호텔식

중 : 기내식

5/3. 3박 4일 세부 일정 안내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멕시코 성모 발현 성지(과달루페)순례 3박 4일 (제1일~제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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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도시 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 일

토

샌페드로
켈리포니아

샌페드로 항구 크루즈 터미널 집결
크루즈 체크인 수속 후 크루즈 승선
럭셔리 크루즈 호 승선
선내 안전훈련 보통 크루즈 출항 시간 전에 실시되나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크루즈 출항
정찬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대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선내 주요시설 안내

스포츠 시설 무료 이용
실내외 수영장 어린이 전용풀장 자쿠지 조깅트랙 휘트니스 센터 스포츠코트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유료 등

공공장소와 극장 무료 이용
대극장 카지노 다양한 라운지 바 회의실 컨퍼런스룸 미팅룸 카드룸 인터넷카페
도서관 어린이전용시설 미니클럽스콕 아트갤러리 면세점 선물 야외
극장 대형스크린 등

기타 시설 유료 이용
포토샵 세탁및다림질 서비스 리셉션 안내데스크 기항지관광데스크 병원 환전소 등

중 선내식
석 선내식

제 일

주일

전일 항해

해상
전일

선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자유 시간

사우나 자쿠지 실내외 수영장 헬스 클럽

각종 선내 프로그램 스포츠 댄스 강습 요가 강습 참여 등

대 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후 휴식

조 선내식

중 선내식

석 선내식

제 일

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샌 프란시스코 기항

크루즈 하선 가이드 기사 미팅

샌 프란시스코

샌 프란시스코 데 아씨시 미션 순례

순례 바다에 접해 있는 선착장을 개조하여 만든 대형 쇼핑몰 피어

세계 최대의 인공 공원인 금문 공원 세계 제일의 미를 자랑하는 금문교 등

관광 후 미션 순례

항구로 귀환 후 크루즈 재 승선

샌 프란시스코 출항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선내식

5/4. 7박 8일 세부 일정 안내

1. 캘리포나아 미션 순례 크루즈 7박 8일 (제1일~제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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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도시 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 일

화

몬테레이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기항

크루즈 하선 가이드 기사 미팅

몬테레이

산 카를로스 보로메오 데 카르멜로 미션 순례

몬테레이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유명 관광 명소인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

통조림 공장이 주욱 늘어서 있는 통조림 공장 길인 캐너리 로우

주변의 절경이 너무 아름다운 마일 드라이브 코스 등

항구로 귀환 후 크루즈 재 승선

몬테레이 출항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선내식

제 일

수

전일 항해

해상
전일

선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자유시간

사우나 자쿠지 실내외 수영장 헬스클럽

각종 선내 프로그램 스포츠 댄스 강습 요가 강습 참여 등

대 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후 휴식

조 선내식

중 선내식

석 선내식

제 일

목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기항

크루즈 하선 가이드 기사 미팅

샌디에고

샌 디에고 데 알깔라 미션 순례

역사적인 유적지들과 박물관이 모여 있는 올드 타운 샌 디에고

개의 박물관과 샌 디에고 동물원이 들어선 공원 발보아 파크

대통령들이 꼭 묵고 가는 코로나도 섬의 아름다운 델 코로나도 호텔 등

항구로 귀환 후 크루즈 재 승선

샌디에고 출항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선내식

2. 캘리포니아 미션 순례 크루즈 7박 8일 (제4일~제6일)

5/4. 7박 8일 세부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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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도시 항구 시 간 일 정 식 사

제 일

금

엔세나다

멕시코

엔세나다 기항

크루즈 하선 가이드 기사 미팅

엔세나다

좁은 절벽의 틈으로 솟구치는 바다 분수의 명소

멕시칸 식 시 푸드를 맛볼 수 있는 수산물 시장 블랙 마켓

호텔이었지만 지금은 전시회장으로 이용되는

엔세나다 다운 타운 자유 관광 멕시코 기념품 쇼핑 등

항구로 귀환 후 크루즈 재 승선

엔세나다 출항

조 선내식

중 현지식

석 선내식

제 일

토

샌페드로

캘리포니아

샌페드로 기항

크루즈 하선 후 자유 해산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조 선내식

3. 캘리포니아 미션 순례 크루즈 7박 8일 (제7일~제8일)

5/4. 7박 8일 세부 일정 안내

샌페드로국립해양유물전시관 샌페드로우정의종각 샌페드로빈센트토마스교량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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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Mexico)

정식명칭은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본토와 알래스카·하와이로 구
성된 연방공화국이다. 남쪽으로 중앙아메리카의 꼭지를 이루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북
쪽으로 캐나다와 접해 있다. 서쪽으로 태평양, 동쪽으로 대서양에 접해 있고 남동쪽으로는 카
리브해가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온대 주요부를 차지하며, 50개주와 1개 수도구(district 
D.C) 외에 해외속령으로 푸에르토리코·사모아 제도·웨이크섬·괌섬이 있다.
수도: 워싱턴,  언어: 영어, 면적: 9,826,675㎢ (세계3위 ) , 인구: 약 318,892,103명 (세계3
위)
종교: 개신교(51.3%), 가톨릭(23.9%), 몰몬(1.7%), 유태교(1.7%), 불교(0.7%),이슬람(0.6%)

역사

BC 1200년∼BC 400년 올메카인들이 최초로 조직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여 번
영을 누린 후 1521년 스페인에 의해 정복되기까지 이 지역에는 테오티우아칸,
마야, 톨테카, 아스테카 등 원주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1519년 스페인의 에르
난 코르테스가 함선 11척, 군사 500여 명을 이끌고 멕시코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521년 스페인 원정군에 의해 현재의 멕시코시티인 아스테
카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이 점령당한 이후 이 지역은 300년간 스페인이 통치하
였다.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은 1810년 혁명적 애국자인 미구엘 이달고의 활
동을 계기로, 1821년 독립을 인정한 코르도바 협정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지리적 특징
북아메리카 남서단에 위치하며 북으로 미국과 32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으로는 과테말라, 벨리즈(Belize)와 접경해 있다. 시에라마드레
(Sierra Madre) 산맥이 남북으로 국토 중앙을 통과하고, 국토의 절반 이
상이 고지대로서 해발 평균은 중부 2600m, 북부 1200m에 이른다. 해안
선의 길이는 9220㎞로 캐나다에 이어 아메리카대륙에서 두 번째 규모이
다.

기후

기후는 고도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데, 해안 지대는 열대성 기후로
연중 고온 다습하고, 중부 고산 지대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건조한 온대성
기후이며 나머지 국토는 아열대 기후이다. 해발 2300m에 자리 잡은 멕시
코시티는 연중 온난한데, 6월~9월에는 우기로서 기온이 온화하고, 11월
~1월은 기온이 낮은 겨울 기후이며, 나머지 2월~6월은 한국의 봄 기후와
비슷하다. 연중 기온은 통상 5℃~25℃ 사이이다.

5. 순례국가 안내 – 멕시코(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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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시티 (Mexico City) & 과달루페
멕시코의 수도로 스페인어로는 ‘메히코’라고 한다. 멕시코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멕시코 고원 중앙부의 해발고도 2,240m에 있는
고산도시이다. 열대에 위치하나 고지에 있기 때문에 월평균 기온이 최고인
5월에도 17℃, 최저인 1월은 12℃ 정도 이다. 고원의 경작지와 목장,
계곡과 산록의 삼림에 둘러싸여 열대 고원도시로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1531년 멕시코시티 부근 테페야크산에서 일어난 성모발현 사건을 과달루페
성모 발현이라고도 부른다. 1999년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아메리카
대륙의 수호자, 라틴 아메리카의 여제, 복중 태아의 수호성인"으로 선언했다.
바오로 교황은 네번이나 이곳을 순례하였으며, 2002년 7월 31일에는 과달
루페의 성모 대성당을 방문해 성모발현을 목격한 후안 디에고를 시성하여
성인품에 올렸다.

멕시코 가톨릭의 상징, 과달루페 대성당 (Bacilica of Guadalupe)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북쪽에 있는 라빌라데 과달루페에 위치한
가톨릭 성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봉헌된 것이다. 2002년 로마 교황청은
중남미 지역의 대표 가톨릭 성지로 정식 공표하였다. 1531년 동정녀
마리아가 후안디에고(Juan Diego)라는 인디언 개종자에게 두 번
현신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했던 장소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로 현신했던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그림 ‘과달루페의
동 정 녀 마 리 아 ’ 가 성 당 중 앙 에 있 으 며 이 그림 은 멕 시 코 의
수호성인으로 멕시코 독립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테오티와칸 (Teotihuacan)
해발 2,300m 멕시코 고원에 있는 고대 도시로, 멕시코 시티에서 북동쪽으로
52㎞ 떨어져 있다. 기원전 2세기경 건설되기 시작하여, 기원 후 4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 전성기를 맞았다 . 전성기 인구는 대략 12만명에서
20만명으로 추정된다. 건설 초기부터 완벽한 구상하에 계획되었으며 종교적
상징성이 강하다.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넓은 길은 ‘죽은 자의 길’이라
불리며 이 길 좌우로 많은 석조 구조물, 피라미드와 사원, 광장, 주택 등이
건설되었고, 그 끝에 사람의 심장과 피를 바쳤던 달의 피라미드가 우뚝 서
있다.‘신들의 도시’를 의미하는 테오티와칸이라는 이름은 600년 뒤,
폐허가 된 이곳을 찾아 정착한 아즈텍인들이 이 유적은 인간이 아닌 신이
지은 도시라 생각하고 숭배하며, 붙인 이름이다.

5. 순례지 안내 – 멕시코시티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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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s of America)

정식명칭은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본토와 알래스카·하와이로 구
성된 연방공화국이다. 남쪽으로 중앙아메리카의 꼭지를 이루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북
쪽으로 캐나다와 접해 있다. 서쪽으로 태평양, 동쪽으로 대서양에 접해 있고 남동쪽으로는 카
리브해가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온대 주요부를 차지하며, 50개주와 1개 수도구(district 
D.C) 외에 해외속령으로 푸에르토리코·사모아 제도·웨이크섬·괌섬이 있다.
수도: 워싱턴,  언어: 영어, 면적: 9,826,675㎢ (세계3위 ) , 인구: 약 318,892,103명 (세계3
위)
종교: 개신교(51.3%), 가톨릭(23.9%), 몰몬(1.7%), 유태교(1.7%), 불교(0.7%),이슬람(0.6%)

역사

1620년 청교도 일파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매사
추세츠주에 상륙하여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이후 1733년까지 영국
은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1775년 4월 영
국군과 식민지인 사이에 유혈충돌이 벌어졌고 이로써 아메리카혁명의 막이 올
랐다. 마침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가 대륙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
되어 영국으로부터의 미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이후 미국은 프랑
스·스페인·멕시코 등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하여 1848년경 거의 현재와 같은
대륙국가로 발전하였다..

지리적 특징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며, 본토 면
적만으로는 네번째이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할 경우, 북위 24°부
터 북위 48° 사이, 경도 67°부터 경도 125° 사이에 위치하는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거의 반을 가로질러 넓은 지역에 걸쳐 있다. 따라서 미
국은 그 광활한 넓이만큼이나 매우 다양한 지리 형태를 보여준다. 남쪽으
로 중앙아메리카의 꼭지를 이루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북쪽으로
캐나다와 접해 있다. 서쪽으로 태평양, 동쪽으로 대서양에 접해 있고 남동
쪽으로는 카리브해가 있다.

기후

⑴ 열대사바나기후:플로리다반도의 남반부,  ⑵ 몬순기후:대서양 연안 해안
평야에서 아칸소·오클라호마 주의 내륙, ⑶ 서안해양성기후:대륙 서부의
워싱턴주·오리건주의 해안지역 , ⑷ 냉대습윤기후:뉴잉글랜드에서 오대호
연안 및 서쪽의 그레이트플레인스의 경계선에 이르는 지역, ⑸ 지중해성기
후 :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 ⑺사막기후:로키산맥과 태평양 산계 사
이에 끼어 있는 산간고지, ⑻ 고산기후:로키·캐스케이드 산맥 등의 고지대.

5. 순례국가 안내 –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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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페드로 (San Pedro)

샌페드로항은 현재 캘리포니아 로스 앤젤레스시의 항구이다. 이전에는 별도의 도시 였지만 1909 년에 로스 앤젤레스와 통합되었다. 주요 국제
항구인 로스앤젤레스 항은 부분적으로 산 페드로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어업이 지배적 인 곳에서 부터 로스앤젤레스시의 노동자 계급 공동체
가 된 곳으로 성장했다. 역사적으로 팔로 베르 데스 반도 남단의 산 페드로 만 (San Pedro Bay) 서쪽 부지는 1540 년대부터 스페인 배들에 의
해 사용되기 사작하였다. 더불어 산 페드로를 포함한 반도는 수천 년간 Tongva-Gabrieleño 아메리카 원주민의 고향이었다.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 [Bell of Friendship] 

한미우호의 상징물 이며 LA시 지정 문화 사적지 187호이다. 1976년10월 3
일 한미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우정의 종각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
념물로 광복절과 독립기념일등 주요 기념일마다 축제가 열린다. 일년 내내 부
는 바람과 갈매기의 한적한 울음소리를 벗삼는 이곳은 3면이 바다로 휘감긴
지형 때문에 마치 섬처럼 느껴진다. 피크닉 시설이 완벽해 주말 나들이 장소로
더없이 좋다.

샌페드로 카브릴로 수족관[Cabrillo Marine Aquarium] 

수족관은 1935 년 Cabrillo Beach Bathhouse에 보관 된 해양 표본 모
음으로 시작되어, 1949 년 John Olguin이 박물관의 임원으로 임명되면
서 방문 학교 단체에 즉석 투어를 제공하고 수족관을 대중화하였다.1981
년 10 월 21 일, 새로운 300 만 달러짜리 Frank Gehry가 디자인 한 박
물관이 열리면서 옛 박물관은 폐쇄되었습니다. 1990 년대 내내 발전하면
서 Cabrillo Marine Museum에서 Cabrillo Marine Aquarium으로 바
뀜.

헐리웃 명예의 거리 [Hollywood Walk of Fame] 

‘명예의 거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대로(Hollywood
Boulevard)와 바인 스트리트(Vine Street)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그라우
맨스차이니즈 극장(Grauman's Chinese Theatre)의 할리우드 대로에서
시작하여 약 2㎞정도의 길이까지 펼쳐져 있다. 이 명예의 거리에는 영화배
우, TV 탤런트, 뮤지션 등 약 2,200 여 명의 전설적인 세계 스타들의 이름
이 별 모양의 바닥에 새겨져 있는데, 1960년부터 스타의 이름을 새기기 시
작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5. 순례지 안내 – 샌페드로(미국,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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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 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로스 앤젤레스에 이은 태평양 연안 제2의 대도시이다. 샌 프란시스코만에 면한 천연의 양항(良港)으로, 골든 게이트 남쪽 서안에 위치한다. 시가
는 반도의 북쪽 끝을 차지하며, 북쪽은 골든 게이트 브리지(금문교)에 의해서 마린 반도로 이어지며, 동쪽은 샌 프란시스코만을 넘어 오클랜드와
마주 보고 있다. 시의 기원은 1776년 에스파냐의 선교사들이 이곳에 전도기지를 만든 것에서 비롯된다. 샌 프란시스코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848년, 부근의 시에라 네바다에서 금광맥이 발견되어, 이른바 골드 러시를 맞으면서 부터이다. 1936~1937년에 샌 프란시스코-오클
랜드 베이 브리지와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완성되어 인근지역과의 교통이 원활해졌다.

소살리토 [Sausalito] 

소살리토는 ‘작은 버드나무’라는 뜻이다. 샌 프란시스코가 자랑하는 리조트
지역으로 ‘서쪽의 리비에라’라 불리기도 한다. 예쁜 상점과 갤러리들이 모
여 있어 많은 영화의 배경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곳은 한 때 아편굴인 동시에
갱들의 소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예술가와 음악가들이 살고 있는
예술인들의 마을로 변모되었다.

미션 샌 프란시스코 데 아씨시 [Mission San Francisco de Asis] 

미션 샌 프란시스코 데 아씨시 또는 미션 돌로레스 (Missission Dolores)
는 캘리포니아 선교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 된 여섯 번째 미션이다. 프란
체스코 수도회 설립자 인 아씨시의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
며, 근처 개울 이름이 돌로레스 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ission
Dolores"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미션은 1776 년 10 월 9 일에 작은 규
모로 출발하였으며, 현재의 미션은 1791 년에 봉헌된 것이다.

금문교 [Golden Gate Bridge] 

샌 프란시스코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골든 게이트 해협을 가로질러 샌 프
란시스코와 북쪽 맞은편의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주홍빛의 다
리다. 금문, 즉 골든 게이트(Golden Gate)라는 명칭은 골드러시 시대에
샌 프란시스코 만을 부르던 이름이다. 다리의 총 길이는 약 2,800m이며,
걸어서 건널 경우 40~50분 정도 소요된다. 다리를 지탱하는 두 개의 탑의
높이는 227m로 건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이자 가장 높은 현수교
탑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5. 순례지 안내 – 샌프란시스코(미국,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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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레이 (Monterey)

샌 프란시스코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약 210Km 남쪽 아래에 있으며, 설리너스(Salinas)·시사이드(Seaside)와 함께 대도시권을 이룬다. 캘리포
니아에서 가장 일찍 개척된 곳으로, 1602년에 에스파냐의 탐험가인 세바스티안 비스카이노(Sebastian Vizcaino)가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지명
은 발견 당시 멕시코 총독이던 몬테레이 백작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예전에는 고래잡이를 비롯한 어업의 중심지였으나 오늘날 경제는 관광과 인
근 군사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에스파냐 령 시절의 요새, 건물 등 옛 건조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일년
내내 온난하고 강수량이 적어 해안 휴양지로 유명하다.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 [Monterey Bay Aquarium] 

1984년 10월에 휴렛 패커드(Hewlett-Packard)의 공동 설립자 데이비드
패커드(David Packard)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해양 보호 의식
고취(to inspire conservation of the oceans)를 설립 목표로 하여, 총 623
종, 35,000개체 이상의 해양 동·식물을 관리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시설
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 전시관인 오션스 에지 전시관(Ocean's
Edge Wing)에서는 캘리포니아 해안에 서식하는 토종 동·식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캘리포니아 자이언트 다시마를 수족관에서 키우는 데 성
공하였다.

산 카를로스 보로메오 데 카르멜로 미션[Mission Carmel] 

1770년에 걸립된 이 미션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션으로도
유명하다. 담쟁이 덩굴이 둘러싸고 있는 둥근 아치형의 미션 입구, 별 모
양의 창문이 있는 종탑 등이 유명하며 미션 입구 안쪽에는 수도사가 아기
천사를 안고 있는 동상이 서있다. 미션 카멜의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후니
페로 세라 신부이며, 미국의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카멜 미션은 원래
는 인근 북미 원주민 마을에 세워졌다가 나중에 오늘날의 카멜로 옮겨졌
다.

17마일 드라이브 [17-Mile Drive] 

미국 캘리포니아 주 몬테레이 인근에 있는 사설 해안 도로로 퍼시픽 그로브
(Pacific Grove)와 카멜(Carmel)을 잇는 17마일 구간이다. 관광회사인
페블 비치 사가 설립, 운영하고 있다. 스패니시 만을 따라 해안선에 인접해
건설되었으며 , 경치가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 68번 고속도로
(Highway 68)와 17마일 드라이브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유명 휴양지인 페
블 비치(Pebble Beach)가 있다. 페블 비치 골프 링크(Pebble Beach
Golf Links), 스파이글라스 힐 앤드 포피 힐 골프(Spyglass Hill and
Poppy Hills golf) 등 10개 이상의 골프장이 있다..

5. 순례지 안내 – 몬테래이(미국, 캘리포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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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보아 공원 [Balboa Park] 

면적은 4.9km²이다. 문화 복합체로서 1915년 중앙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하
는 파나마 운하의 개통을 기념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박람회의 개최지로 사용
된 곳이다. 박람회 당시에 건립된 건물들은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개조되어 이
용되고 있는데 샌디에이고 동물원, 미술관, 자동차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을
비롯하여 전시관만 16개가 있다. 스페인·멕시코 등 제각기 다른 건축양식으
로 뚜렷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공원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다.

샌 디에고 데 알깔라 미션[Mission San Diego de Alcala] 

미션 센 디에고 는 21개 캘리포니아 미션 중 최초의 미션으로 1769년 최
초로 후니페로 세라 (Junípero Serra) 신부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미국
서부에서 기독교가 처음 태어난 탄생지기도 하다. 이 유서 깊은 미션 센디
에고는 그 역사와 아름다움으로 ‘미션의 어머니 (Mother of the
Missions)’라고 불리며 국립 역사지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미션 센 디
에고는 첫번째 순교자가 발생한 곳인기도 하다.

호텔 델 코로라도 [[Hotel del Coronado] 

호텔 델 코로나도는 나무만을 사용해서 지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큰 목조 건물 중 하나로, 빅토리아 양식으로 지어진 해변 리조
트의 멋진 예로 국가 역사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고급 호텔로 지어진 호텔
델 코로나도는 샌 디에이고에서 가까운 코로나도 섬에 위치해 있으며, 북아
메리카 태평양 연안에서는 지금까지 지어진 가장 큰 해변 리조트이다.

샌디에고 (San Diego)

샌프란시스코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약 210Km 남쪽 아래에 있으며, 설리너스(Salinas)·시사이드(Seaside)와 함께 대도시권을 이룬다. 캘리포
니아에서 가장 일찍 개척된 곳으로, 1602년에 에스파냐의 탐험가인 세바스티안 비스카이노(Sebastian Vizcaino)가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지명
은 발견 당시 멕시코 총독이던 몬터레이 백작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예전에는 고래잡이를 비롯한 어업의 중심지였으나 오늘날 경제는 관광과 인
근 군사시설에 관련된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에스파냐령 시절의 요새, 건물 등 옛 건조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일년
내내 온난하고 강수량이 적어 해안 휴양지로 유명하다.

5. 순례지 안내 – 샌디에고(미국, 캘리포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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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세나다 (Ensenada)

엔세나다는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61.08km2, 인구는 52만 명(2015년 기준)이다. 바하칼리포르니아 반도에 위
치한 항구 도시로서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남쪽으로 1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멕시코의 군사 기지가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 도시는 작
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기후는 연중 내내 온화한 편이며, 겨울철에 강수량이 늘어나지만, 대체로 건조한 편이다.. 해산물 요리·수영·사냥
·심해낚시 등 레크리에이션 자원이 풍부하며 주로 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 주변지역에서는 목화·밀·가축 등의 생산이 많고 근해에서는 새우
·전복·연어·가재 등이 많이 잡힌다. 

라 부파도라 [La Bufadora]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의 푼타반다 반도의 해안 절벽에 있는 거대한 바람 구멍
이다. 큰 파도와 조수가 제대로 겹치면 엄청난 물기둥이 솟구쳐 오른다. 물론
규모가 작은 파도 역시 꽤 볼만한 장관을 연출한다. 물기둥이 솟구칠 때 나는
굉음 때문에 버팔로의 콧김이라는 뜻의 '라부파도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거대한 물기둥의 정체는 대양에서 밀려온 큰 파도이다. 깊은 수중 협곡으로 흘
러들어간 파도가 절벽의 좁은 동굴로 밀려나오는데, 협곡으로 들어간 파도가
먼저 분출하고 그 물이 빠지는 힘으로 빨려 들어온 공기와 충돌하는 것이다.

앤세나데 성모 성당[Cathedral of Our Lady of Guadalupe]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주 엔세나다에 있는 교구로 2007.1월27일 신설된
교구의 주교좌 성당이다. 현재 교구의 주교는 라파엘 발데스 토레스 주교
로 2013년7월31일 시기프레도 노리에가 바르셀로 초대주교에 이어 2대
주교로 봉사하고 있다. 엔세나다 교구는 650,356 명의 가톨릭 신자와
48 명의 사제가 봉사하고 있다.

앤세나다 수산물 시장 [Mercado Negro] 

메르카도 니그로(블랙 마켓)라는 이름의 시장은 1958년에 세웠졌다고 한
다. 이곳은 한쪽 편은 말 그대로 다양한 수산물을 파는 시장이고, 다른 한편
은 멕시칸식 시푸드를 요리하는 식당들이 줄지어 서있다. 이 곳에서 농어
ㆍ광어ㆍ각종 조개류에 한인들이 좋아하는 왕우럭조개(미루까이ㆍ
Guyduck) 등이 풍성한데 값도 싸다. 더불어 건너편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새우 칵테일, 튀김 또는 생선 요리, ceviche tostadas, 생
선 타코 및 해산물 타코와 같은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

5. 순례지 안내 – 앤세나다(멕시코)



KORUSTOUR.COM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뉴욕에 다음가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이며 주변의 패서디나·컬버시티·잉글우드·산타 모니카·롱비치 등의 위성도시를 포함한 인구는
700만을 넘어서 뉴욕 지역에 이어 미국 제2의 거대한 대도시권을 형성한다. 시가지는 북부의 산 가브리엘 산맥의 남쪽 사면에서 서부와 남부 해
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펼쳐져 있다. 가로는 대개 정연한 바둑판 모양을 이루나, 시가지의 급속한 확장에 따르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오래된
시가지는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버리힐스 [Beverly Hills]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근처의 고급 주택가로, 거주 환경과 치안이 좋기로 유
명하다. 마치 성을 연상시키는 저택들이 모여 있으며, 특히 비버리 힐스의 북
쪽 산 부분은 수영장이 딸린 넓은 정원을 갖춘 초호화 저택이 늘어서 있다.
1920년대 초기부터 유명 스타들과 대부호들의 주요 거주지로 사랑받아 온, 부
유층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비버리 힐스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로데오 드라
이브(Rodeo Drive)와 로데오 드라이브의 모퉁이에 자리 잡은 투 로데오(2
Rodeo)는 세련된 숍이 즐비한 쇼핑 거리다.

산후안 카피스타라노 수도원[Mission San Juan Capistrano]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 미션은 1776년에 스페인에서 온 가톨릭 선교단체
가 세운 수도원으로 미국에서 7번째로 성당이 세워진 곳이자, 1783년에
캘리포니아 최초의 와인이 생산된 곳이라고 한다. 오랜 시간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부서지고 낡아 온전함을 잃어버린 곳들이 많지만, 1984
년에는 과거 교회 모습을 재현한 신규 교회가 새로 지어졌고, 지금도 곳곳
에서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게티 박물관 [The Getty Center] 

게티 센터라는 거대한 문화단지는 젊은 시절부터 미술품을 수집하러 전 세
계를 돌아다녔던 미국의 석유 재벌 J. 폴 게티의 개인 소장품과 기금을 바
탕으로 조성되었다. 건립에만 14년이 걸린 게티 센터는 미술관 뿐 아니라
연구소, 교육시설 등 다방면으로 문화에 기여할 체계를 갖추었다.. 게티 센
터의 중심은 동·서·남·북 4개의 독립된 전시관으로 이루어진 J. 폴 게티
미술관이다. 폴 게티 미술관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1974년에 설립된 게
티 빌라와 함께 게티의 이름을 딴 2대 미술관이다.

5. 순례지 안내 – 로스앤젤레스(미국, 캘리포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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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주요시설 ♣

■ 실내외 스포츠 시설 (전 시설 무료 이용)
- 실외 수영장, 자쿠지, 조깅 트렉, 휘트니스 센터, 뷰티 센터, 골프 코스 등

■ 레스토랑과 바 (유료 레스토랑을제외한 전 레스토랑 무료 이용, 일부 유료 레스토랑은 예약비만 지불하고 이용 가능)
- 메인 정찬식당, 뷔페 레스토랑, 24시간 룸서비스, 다양한 바와 라운지

■ 공공장소와 극장(전 시설 무료 이용)
- 대극장, 카지노, 나이트클럽, 각종 라운지 및 바, 대극장, 회의실(컨퍼런스 센터), 미팅룸, 인터넷 카페, 도서관, 
아트 갤러리, 선상 면세점, SHOP, 까페 등

■ 기타시설(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
- 포토샵, 세탁 및 다림질 서비스, 리셉션/안내데스크, 위성 혹은 무선 전화통신, 의무실, 기항지관광 안내데스크 등

♣ 선상 식사 안내 ♣

■ 정찬 레스토랑 (메인 레스토랑)
- 웨이터의 서빙을 받으며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코스별로 제공이 되며 에피타이저, 스프, 파스타, 메인, 그릴요리의
코스가 있고 각각 3개 이상의 다른 선택 메뉴들이 제공되므로 메뉴에서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뷔페 레스토랑
- 웨이터의 서빙이나 격식 없이 간편하게 식사를 하기를 원하거나메인 레스토랑의 식사시간을 놓친 경우 뷔페 레스토랑을 이용
하는데, 점심식사의 경우 매일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별미들로 뷔페가 차려져 항상 새로운 메뉴를 만날 수 있습니다. 

♣ 기타 여행정보 ♣

■ 사용 화폐 : USD
- 선상에서의 비용 정산도 달러화로 이루어 지지만 신용카드로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선내에서 현금을 사용하실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2개의 신용카드를 반드시 소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항지에서는 달러를 사용합니다.

■ 선상 복장
- Daytime : 가벼운 캐주얼 복장-반바지, 수영복, 면티셔츠, 샌달 등
- 정찬 디너 : 턱시도 또는 양복(남성) / 이브닝 또는 칵테일 드레스(여성)
- 케쥬얼 디너 : 자켓과 바지(남성) / 캐쥬얼 리조트 웨어(여성)

6.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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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정보 (3월 기온 ) 

- 일교차에 대비하여 따뜻한 보온용 점퍼 및 가디건(긴팔 옷)이 필요합니다. 

■ 여행 준비물

- 여권 (6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은 유효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 모자, 썬글라스, 썬텐 로션, 편안한 신발(선상에서 운동을 즐기신다면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 수영복 (선내 수영장 및 선상의 자쿠지 이용 시 필요합니다.)

- 상비약 (선상에 병원이 있으나 상시 복용하는 의약품은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방은 가능한 개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은 가방으로 3~4개가 될 시에는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기항지 관광 시에는 1개의 작은 손가방을 휴대하시면 좋습니다. 여성용 큰 핸드백도 좋습니다.

- 디지털카메라, 충전기

- 기타 일반 여행용품 (세면도구, 면도기 등)

- 전자제품 (전압 100~200v 겸용)

날씨 정보 및 여행준비물 안내

지 역 멕시코시티 샌페드로 샌프란시스코 몬테레이 샌디에고 앤세나다 로스앤젤레스

기온(최저/최고)
9.2~25.7 ℃

48.6 ~ 78.3˚F

10.6~21.2 ℃

51.1 ~ 70.2˚F

9.2~16.6 ℃

48.6 ~ 61.9˚F

8.3~19.3 ℃

46.9 ~ 66.7˚F

11.8~18.7 ℃

53.2 ~ 65.7˚F

10.7~21.6 ℃

51.3 ~ 70.9˚F

10.6~21.2 ℃

51.1 ~ 70.2˚F

6.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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