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및 예약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5박 6일

3053  W Olympic Blvd, Suite 308
Los Angeles, CA 90006
T. 213-746-1000 C. 818-517-2686
korustour@gmail.com

참가비: $1,499/인 (항공포함)
LAX 출발 기준

기간: 12/2(월) – 12/7(토)

2019 크리스마스 특선



제주 올레길은 서명숙 이사장(교육 76)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영
감을 얻어 조성한 세계적인 산책로 (Trail) 입니다.
제주도 해안을 일주하는 425 km 의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제주 올
레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아름다운 길입니다.

크리스마스 특선

멕시코과달루페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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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사항

일정 5박6일 (기내 1박 포함)
2019. 12. 2 – 12. 7

참가비 $1,499/인
숙소 2인 1실 기준, 독실 사용시 $80/1박 추가

포함 왕복 항공료(LAX-Mexico City), 숙박, 식사, 교통편, 입장료

불포함 개인경비, 일정외 비용, 개별 여행자보험, 가이드/기사 팁

기타 1)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예약 후 3일 이내 신청금(50%),  출발 4주전까지 잔금 완납 부탁드립니다.
3) 위탁 수화물

* 국제선(미국-한국) 수화물 : 1인 2개(1개당 23kg 이내)
4) 여행 준비물
* 세면도구,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휴대용 우산, 비상용 약 등
* 가볍고 시원한 옷들을 위주로 준비(바람막이 자켓, 가디건, 셔츠 등 일교차시 입
을 옷들과 편안한 운동화 준비)

5) 여권 및 비자
* 출발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6) 취소규정
숙박객실 요금 선납에 따라, 취소 또는 예약 변경시 아래의 취소료가 적용됨.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 환불
• 여행출발 15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공제
• 이후의 통보시: 환불 불가

문의:  Korus Tour Club
3053 W. Olympic Blvd., Suite # 308, Los Angeles, CA 90006
Ph.: 213-746-1000, e-mail: www.korustour.com
담당자: Alex Kang at 213-422-9069, e-mail: alexsedona1940@gmail.com

혼혈의 모습으로 성모님이 발현하시어 무엇을 우리에게 게시하려 하셨는지를 깨닫
고,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Guadalupe 성모님의 발현이라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는 축복의 사건을 체험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필수의 순례 코스 입니다.

보다 많은 교우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순례길에 오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mailto:alexsedona19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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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LACE TRANS TIME I T I N E R A R Y MEAL

-1일
12/2
(월)

LAX
23:00 로스앤젤레스(LAX)국제공항 출발 (Interjet Airlines)

“비행 소요시간 약 3시간 50분--+1일

숙박: 기내 1박

제1일
12/3
(화)

Mexico 
City

전용차량 4:50
전일

-LAX 공항 집결, Mexico City 의 Benito Juarez 국제 공항 향발
-Mexico City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Tebepan 복자 수녀원 방문, 한국 수녀님들이 마련해 주시는 한식으로 석식
후 현지 복지사업을 격려
-Mexico City 의 New Town으로 이동, 호텔 체크 인 후 휴식

호텔: Crowne Plaza Mexico City 또는 동급

조식: 기내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제2일
12/4
(수)

Mexico
City

전용차량 전일 -세계 3대 기적의 성당, Basilica de Guadalupe 방문, 인솔사제 집전미사 또는
현지 대 성전 미사 참례.

-묵주기도와 함께 성모 발현성지 Tepeyac 언덕 순례 중에, 18세기에 Spain의
선원들이 침몰 직전의 순간 성모님께 드린 기도의 기적으로 생환 후 세운 El 
Barco, 검은 성모상이 모셔진 제물의 정원[ La Ofrenda ],우물의 소성당
[ Capilla del Pocito ], 수녀들의 소성당 [ Capilla de Las Capuchinas ], 인디
오들의 소성당 [ Capilla de Indios ], Aztec 의 달력과 현대의 시계가 함께 걸
려있는 종탑 [ El Carillon ], 수 만명의 다양한 부족들의 인디오들이 함께 성모
발현 축제를 벌리는 Playa de Danzantes 등을 순례하는 등, 온 하루를 성지에
서 보내면서, Guadalupe 성모 발현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본다. 
-Mexico City 로 이동, 석식, 호텔 체크 인 후 휴식.

호텔: Crowne Plaza Mexico City 또는 동급

조식: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제3일
12/5
(목)

Mexico 
City

Puebla

Cholula

전용차량 전일 - 멕시코에서 가장 가톨릭적인 분위기가 물씬한 Puebla 주의 주도, Puebla 로
이동, 화려한 황금성당 Santo Domingo 순례 후, 주교좌 본당인 Catedral de 
Los Angeles 대성당 방문, 인솔사제 집전 미사 참례.

-가톨릭 박해시대 의 산 증거인 봉쇄 수녀원 [ Convento de Santa Monica ] 
을 방문, 인구의 80%가 가톨릭 신자인 멕시코의 또 다른 단면의 박해 역사와
함께 신앙을 지켜 낸 굳센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식민시대 이전부터 대도시 [ Teotihuacan 의 자매 도시 ]였으며, 멕시코의 종
교적인 수도였던 Cholula 로 이동, 세계에서 제일 큰 피라밋 을 묵주기도와 함
께 오르면서, 그 위에 세워진 치유의 소성당 [ Capilla de Mediciones ] 순례
-Mexico City 로 이동, 휴식.

호텔: Crowne Plaza Mexico City 또는 동급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제4일
12/6
(금)

Mexico 
City

Teotihu
acan

전용차량 전일 - 멕시코 고대 유적 Teotihuacan 으로 이동, 달 의 신전, 해 의 신전, 
Quetzalcoatl, 사자 의 길 [ Avenida de Muertes ] 탐방.

- -에니깽 실 추출 및 돌 가공 공장 [ Opsidiana ] 견학.
- -Mexico City 로 이동, Zocalo 광장 [ Mexico City Metropolitan 대 성당, 
대통령 궁, Mayo Templo 등 ] 관광.

- 석식, 호텔 체크인

호텔: Crowne Plaza Mexico City 또는 동급

조식: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제5일
12/7
(토)

Mexico 
City

전용차량 전일

20:23

22:43

-호텔 조식후 Aztec, Toltec, Maya 문명이 총망라된 세계적인 인류학 박물관
관람 (Guadalupe성모 발현성지 2 차 순례와 대체 될수도 있음). 
-순례에 이어, Mexico City공항으로 이동, 수속 후 항공기 탑승(Polaris)

-Los Angeles 국제 공항 도착, Korus Tour Club이 마련하는 다음 순례 일정
에 다시 함께 오를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 ---. 안녕히 가십시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크리스마스 특선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발현지 순례 5박6일

기간: 2019. 12. 2 - 12. 7.
참가비: $1,499 (항공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