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페루•쿠바

이스라엘•요르단

중남미 12일

•이스라엘 일주 9일

2019년
출발 안내

인천-나자렛-갈릴래아-타볼산-사해-예리코-예루살렘-베들레헴
•이탈리아/프랑스 11일
인천-로마-아씨시-피렌체-베네치아-밀라노-샤모니-루르드-파리
•터키/그리스 13일
인천-이스탄불-카파도키아-에페소-트로이-테살로니카-메테오라
-코린토-아테네
•발칸 반도 11일
인천-뮌헨-잘츠부르크-블레드-플리트비체-스플리트-드브로브닉
-메주고리예

말씀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인기 성지순례 코스

가톨릭 여행사

성모 신심을 향한
거룩한 여정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한눈에!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이탈리아 일주 11일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지와 함께 고대 문명의 유산을 돌아보는 코스입
니다. 개인 여행으로는 가기 힘든 중남미의 가톨릭 문화유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성당인 ‘하바나 대성당’, 세계 7대 불가사의로 태양의
도시라 불리는 ‘마추픽추’를 방문합니다.

•프랑스 일주 13일
인천-파리-마르세이유-아비뇽-카르카숀-툴루즈-루르드-앙굴렘
-몽쉘미쉘-샬트르-파리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인천-마드리드-사리아-포르토마린-필라스데레이-아르수아-몬테데고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살라망카-아빌라-톨레도

순례 체크 포인트
중남미 3개국의 핵심 순례지 방문
신전을 허물고 세워진 성당인 ‘산토 도밍고 성당’ 순례
마추픽추와 헤밍웨이 생가 방문

가격
595만 원~

인천-밀라노-베네치아-피렌체-시에나-아씨시-란치아노-산 조바니
로톤도-로마-바티칸

요르단 느보산과 페트라 방문

인천-후쿠오카-히라도-소토메-나가사키-운젠-시마바라
•홍콩/마카오 순례 4일

(집회서 6,27)

가격
395만 원~
주요 일정

인천-멕시코시티-과달루페-리마-마추픽추-하바나-코히마르-테오티와칸

“그 발자취를 살펴 따르면 지혜는 너에게 나타나리라.”

순례 체크 포인트

사해 체험 및 주님 무덤 대성전에서 미사 예정

인천-다낭-라방-후에

인천-홍콩-마카오

주요 일정

기념 성당’은 물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갈릴래아 호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성당’ 등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집중 순례하는 여정

•베트남 순례 5일

•일본 나가사키 순례 4일

출발 예정일
3/25, 11/18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의 배경이 된 장소들을 순례하는 여정
입니다. 성경에 나온 장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담을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을 심도 있게 보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주님 탄생 예고

출발 예정일
3/7, 3/21, 4/30, 5/2
9/17, 10/8, 10/15

인천-갈릴래아-타볼산-나자렛-암만-마케루스-페트라-사해-예루살렘

www.catholictravel.co.kr
02-319-2533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마태 28, 10)

스페인•포르투갈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

포르투갈•프랑스•벨기에

이스라엘•이탈리아

이베리아반도에 꽃 핀
아름다운 신앙

성인•성녀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례

파티마•루르드•바뇌를
순례하는 여정

가톨릭 신앙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는 순례

스페인 포르투갈 11일

동유럽 11일

성모님 발현지 12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포르투갈에 있는 성모 발현지 파티마와 스페인에서 활동한 성인들의
영성을 묵상할 수 있는 순례입니다. 성인들의 도시 아빌라, 이냐시오
성인이 활동한 로욜라 등을 방문합니다. 세고비아, 톨레도 등에서는
오래된 고딕 양식 건물을, 바르셀로나에서는 스페인이 낳은 천재 건축
가로 불리는 가우디의 ‘성 가정 성당’과 ‘구엘 공원’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단단하게 쌓아온 동유럽 국가를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신앙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성인·성녀의 발자취가 여러 군데 남아있습
니다. <원죄 없는 성모기사회>를 발간한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
일기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세상에 일깨운 성 파우스티
나 수녀 등의 흔적을 따라 순례해보세요.

유럽의 3대 성모님 발현지를 순례합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파티마,
프랑스에 있는 루르드, 벨기에에 위치한 바뇌를 방문하며, 성모 마리아
께서 나타나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보속 기도를 당부하셨
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모님께 은총을 구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여정을 떠나보세요.

성경의 현장인 이스라엘과 가톨릭 신앙의 중심인 바티칸, 피렌체,
아씨시를 순례합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물론, 가톨릭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웠던 시대에 지어진 성당과 미술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는 가톨릭 교황청뿐만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이룬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순례 체크 포인트

순례 체크 포인트

순례 체크 포인트

순례 체크 포인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핵심 순례 일주

동유럽 4개국의 핵심 순례지 방문

성모님 발현지와 스페인의 주요 순례지를 방문

이스라엘과 로마를 순례하는 최적의 일정

야고보 성인 무덤 자리에 세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 방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고향 ‘바도비체’ 방문

루르드에서 기적수 침수 (예정)

침묵과 묵상으로 진행하는 유대 광야 체험

파티마 성모 발현지 순례

프라하의 ‘아기예수성당’ 순례

대 데레사 성녀의 도시 아빌라 순례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향 아씨시 순례

가격
375만 원~

가격
395만 원~

가격
365만 원~

출발 예정일
3/19, 5/20, 9/30, 10/21

가격
365만 원~

출발 예정일
5/20, 10/14

출발 예정일
2/18, 4/22, 5/20
9/23, 10/14

주요 일정

주요 일정

주요 일정

인천-바르셀로나-몬세라트-로욜라-부르고스-톨레도-아빌라-파티마

인천-프라하-잘츠부르크-비엔나-부다페스트-크라코프-바도비체-바르샤바

인천-파티마-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톨레도-아빌라-루르드-파리-바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두
그분의 길을 걷는 이 모두!” (시편 128,1)

“당신 계명 따르는 길, 깨우쳐주소서.” (시편 119, 27)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21)

주요 일정

출발 예정일
2/18, 3/25, 5/13, 5/20
5/27, 9/23, 10/14

인천-로마-아씨시-피렌체-나자렛-갈릴래아-예루살렘-베들레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루카 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