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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가 마련한 최초의 기독교행사!
선교역사의 물꼬를 트는 주인공이 되십시요.

1644-8928www.cbscruise.co.kr



뉴카멜리아 일본순교지 순례 상품가 안내 

2017          Cammelia Pilgrimage

◎부산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이동은 개별 자유 이동입니다.

◎2,3,4일차의 일정은 버스 호차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상기 일정은 천재지변 또는 선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뉴 카멜리아 선박비 및 항만세 /

전 일정 식사 / 관광지 입장료 /

가이드 · 기사경비 / 1억원 여행자 보험

개인경비

선실 업그레이드 비용

www.cbscruise.co.kr 1644-8928

일본 순교지 순례 3박4일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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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00] 부산 신국제여객터미널 2층 CBS안내판 앞 미팅
[19 : 00] 승선시작 및 선내식사
[22 : 30] 뉴카멜리아호 출항 

하카타 국제여객터미널 도착 및 일본 입국수속 준비
오무라 · 히라도 순교지 순례
천연 온천욕 ♨

히라도 · 사세보 순교지 순례
CBS ‘ 한일 선교를 위한 문화교류회 ’
하우스텐보스 야경관람 및 자유투어

마츠우라사료박물관 / 교회와 사원이 있는 풍경 /
자비에르 기념교회 / 야이자화형장 / 
유미하리다케 전망대 / 하우스텐보스

후쿠오카 이동
면세쇼핑
[12 : 30] 하카타 국제 터미널 출발
[18 : 00] 부산 신국제여객터미널 도착

스즈타 감옥 / 처자이별바위 / 호쿠바루 처형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선상부흥회

후쿠오카
오무라
히라도

부산

사세보
후쿠오카

부산

히라도
사세보

일차 행선지 일  정

CBS 순교지 프로그램 안내

이수정 선교사 다큐멘터리 상영

한국의 마게도니아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행 16:9)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수정은 성경을 번역했으며, 미국에

호소문을 보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선교사가 한글 성경을 들고 조선에

선교하게 된 감동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선상부흥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 목놓아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 별밤 아래에서 특별하게 만나는 선상부흥회,
가슴 벅찬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일 선교를 위한 문화 교류회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 공무원과 일본현지인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최초의 기획.
한일 문화 차이 및 기독교 순교의 역사에 대한 알기 쉬운 특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후미에 체험  일본 기독교 핍박 당시 진행된 예수 초상화 밟기

일본 에도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해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린 예수상을 주민들에게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
동요하는 신자를 색출해내던 박해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번 후미에 체험은 그 시대의 핍박의 현장으로 들어가 현시대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신앙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무라

다인실 기준 549,000 521,550
다인실 (14~20인실 기준)
소   인 (만 11세 이하)

대 인 소 인 비 고

※ 선실 업그레이드 안내
(1등실) 6만원 추가 (특등실) 10만원추가 / 1인 왕복 기준
-1등실 2인, 4인 룸(양실/2층침대), 5인(화실)
-특등실 2인(양실/트윈 베드) 3인(양실/트윈+매트)
-1인 1실의 경우 왕복 14만원 추가
-제한된 선실의 갯수로 인해 선실 업그레이드 불가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 컨펌을 기다려주세요.
※예약 후 1인당 20만원의 예약금을 납부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본 상품은 특별여행약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