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2018 년 10 월 1 일 한국성지순례 및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참가신청 안내
10/1 (월)

10/2 (화)

미주 각지역 출발

인천공항 도착 석식 후 호텔 휴식

2016년 Korean American Catholic 의 희년을 맞이
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차 한국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성원과
참석하시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2018년엔
일본 나가사키순교일정까지 첨가하여 기획되었고

10/3 (수)

인천공항 출발 후쿠오카 도착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많은 신자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기념성당 순례와 미사

께서 뜻 깊은 한국 성지순례 및 일본 나가사키성지
순례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성령 안에

이키쯔키 섬, 야마타 성당 , 가스팔 순교터
10.4 (목)

마르코드로 신부님 기념관과 시츠성당

서

나가사키 26 성인순교기념관, 우라카미



대상: 18 세 이상 성인

주교좌성당, 나가이 다카시 박사의 여기당,



순례참가비 : 뉴욕 기준 $3,800 (미주전역에서

평화공원, 콜베신부님의 성모기사회 시마바라

운센이동, 운센지옥 순례

출발하시며, 출발공항과 날짜에 따라서
순례비용이 다릅니다. 신청시 전화문의
바랍니다.
마감일: 2018 년 4 월 30 일

후쿠오카 출발, 인천도착 서울 호텔



서울, 명동성당, 절두산 순교성지(미사)

신청서, 여권 사본, 그리고 예약금 $1,500 을 내시고,

용산 성직자 묘지, 새남터 순교성지,

2018 년 6 월 30 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서소문순교성지,
10/8 (월)

마재성지, 양근성지, 천진암, 배론



도미니코 관상수도원 미사, 배론, 미리내

참가비 지불방법:

Check 또는 Money Order (Payable to “RYC”) 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10/9 (화)

기도합니다.

날짜: 2018 년 10 월 1 일~12 일, 11 박 12 일

시마바라성당, 아리마 기리스탄 자료관

10/7 (일)

매일



이동

10/6 (토)

건강하시길

– RYC Director 백운택 신부

나가사키로 이동 오우라 천주당

10/5 (금)

행복하시고

항공 예약 기간:

출발 날짜 (미국->한국)와 귀국 날짜(한국->미국)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10 (수)

10/11 (목)

10/12 (금)

솔뫼성지, 해미성지, 갈매못 성지
전주정동성당, 숲정이 순교성지, 치명자산
한티성지
문경 진안성지, 연풍성지, 서울로 이동 해산

 신청접수 및 문의:
RYC (Reborn Young Christ)
180 Filors Lane,
Stony Point, NY 10980-2620
담당자: 임 미카엘라
전화: (201)359-6464 팩스: (845)947-4828
이메일: younlim.530@gmail.com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ryccent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