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천주교회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3박4일)
1. 출발일: 2017년 9월 3일(일) ~ 9월 6일(수)
2. 순례비용: $1,350/1인 비용포함: 항공권+순례비용 Single Room $150 추가
참가신청서 제출하실 때 : 선금(Deposit ) $700/1인씩 + 여권카피
잔액 $650 은 7월30일까지 주시면 됩니다.

3. 지불방법:

Check

 Payable to Shinsegae Tours

Address: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4. 여행자 보험은 옵션입니다
보험커버는 9/4 멕시코 시티 공항에 도착해서 9월6일 멕시코 시티공항 출발
전까지 지상여행 부분만 커버되는데 보통 2만불~20만불 정도 커버됩니다.
비용은 $30~$100/1인씩 나이와 병력에 따라 개인적인 요금들이 산출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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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달루페 순례
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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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일

일정표

정

식 사

8:00 pm 샌프란시스코 공항 국제선 Aero Mexico 앞에서 집합
11:05 pm 샌프란시스코 공항 출발

( Aero Mexico # 665 )

5:30 am 멕시코 시티 공항 도착 후 간단한 아침 식사
멕시코에서 가장 가톨릭적인 분위기가 물씬한 Puebla 주의 주도 Puebla로 이동.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도시이기도 한 프에블라
화려한 황금성당 Santo Domingo 성당순례

조: 현지식
중: 현지식
석: 한식

11:00 am 주교좌 본당 Catedral de Los Angeles 순례 후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한시간 정도 이동하여 멕시코의 종교적인 수도였던 Cholula 지역으로 이동

9월4일
(월)

2:00 pm 거대한 피라미드 정상에 위치한 치유의 성모성당
Capilla de Mediciones 순례
산토 도밍고 성당, 주교좌 성당 또는 치유의 성모 성당에서 미사봉헌
미사 참례 후 멕시코 시티로 이동
6:00 pm 저녁식사 및 호텔 체크인

Hotel:

Galeria Plaza or Same Class

8:00 am 조식후 과달루뻬 대성당 Basillica de Guadalupe 으로 이동
10:00 am 후안 디에고 성인의 인디오 성당에서 단독미사 봉헌
성물구입 및 묵상 후

9월5일
(화)

조: 호텔식
중:전통부페
석: 한식

11:40 am 아즈텍 문명이 이룬 테오티와칸 피라미드 유적지로 이동하여 점심식사
( 선인장 농장이 있는 아름다운 곳에서 멕시코 전통부페 )
1:30 pm – 4pm 해와 달의 신전, 죽은 자의 거리 등 테오티와칸 유적지 관광
4:00 pm 멕시코 시티 시내로 이동하여 San Judas de Tadeo 성당 참례
6:00 pm 호텔 도착 석식 및 휴식

Hotel:
8:00 am

Galeria Plaza or Same Class
조:호텔식

호텔조식 후

10:00 am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의 발현지

9월6일
(수)

우물의 소성당 Capilla del Pocito 에서 단독미사 봉헌
중식 후 소깔로 광장으로 이동 주교좌 성당, 시 청사
국립 인류학 박물관 관람 후 공항으로 이동
6:40 pm 멕시코 시티 공항 출발
9:30 pm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

( Aero Mexico # 664 )

중:현지식
석:기내식

순례 비용 $1,350/1인

( 항공+순례비용 포함 )

불포함 사항: 가이드와 기사의 팁 $40, 호텔, 식당에서의 팁, 여행자 보험
준비물: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는 여권, 영주권자는 영주권+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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