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티아고 순례 여정에서 CORREOS 서비스 이용하기 

 

 

 

PAQ MOCHILA. 코스마다 순례자의 짐을 수송해 주는 서비스 

순례자께서 직접 짐꾸러미를 갖고 다니지 않도록, 순례 여정에 거치는 코스 사이에서 
가방과 짐을 CORREOS가 수송해 드립니다. 접수하신 알베르게, 호텔이나 호스텔 
등에서 아침 일찍 짐을 픽업하고 다음 여정의 숙소로 배달해 드리는 시스템으로 
순례자께서는 매번 다음 코스의 숙소에서 짐을 찾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https://www.elcaminoconcorreos.com/ko/


  
 
 
PAQ MOCHILA 예약하기 

 

 

 

Paq Mochila 서비스 예약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온라인으로 웹사이트 www.paqmochila.com 를 방문하셔서 날짜와 코스를 

지정하신 후  카드나 페이팔로 결제하십니다. 

 

- 이메일 paqmochila@correos.com로 메일을 보내셔서 예약하십니다. 

 

- WhatsApp 을 이용하시거나 +34 683440022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lcaminoconcorreos.com/ko/
mailto:paqmochila@correos.com


  
 
 

CORREOS에 포함된 루트 안에서 그날 그날의 목적지 사이에 스페인 우편을 통해 

짐을 배달해 드립니다. 

 

x 프랑스 길: 론세스바예스와 솜포르트부터* 

x 포르투갈 길: 투이와 바이오나부터 

x 프리미티보 길: 오비에도부터 

x 북쪽 길(프리미티보 길과 연결되는 세브라요부터)   

x 영국 길: 페롤과 아 코루냐부터.   

x 은의 길(사나브레스 길): 아 구디냐부터 

x 피스테라와 무히아로 가는 길.   

위의 모든 루트는 성 주간부터 10월 31일까지, 오 세브레이로부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의 루트는 1년 내내 Paq Mochila 서비스가 가방과 짐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단, 12월 24, 25, 31일과 1월 1일 제외).  

*솜포르트에서 시작되는 프랑스 길을 선택하실 때는 짐 배달이 가능한지 사전에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paqmochila@correos.com.  

 

 

mailto:paqmochila@correos.com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먼저 짐을 옮길 예약이 필요합니다. 순례를 떠나시는 날과 가방을 픽업할 

알베르게, 호스텔이나 호텔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 정보는 서비스를 받으실 

전날 21시 전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예약하실 때 순례자께서 묵으실 

모든 숙소를 알려주시면 순례자님의 여정 정보가 저장되어 다시 접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집배원은 짐을 픽업하며 관리 코드가 있는 표를 붙일 것입니다. 이 표로 짐을 

확인한 후 알려주신 여정에 따라 다음 숙소까지 짐을 배달해 드립니다.   

 

3. 순례를 시작하실 때 순례자께서는 짐을 아침 일찍 리셉션에 맡겨주세요 

(각각의 숙소에서 Paq Mochila 코스에서 픽업하는 시간대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4. 순례 여정 동안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 접수 (paqmochila@correos.com) 혹은 

전화(+34 683440022)를 통해 고객상담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성 

주간부터 10월 31일까지는 월-일, 8:30부터 21:00까지 상담해 드리며 비수기 

기간에는 월-금, 8:30부터 15:00까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가격  

PAQ MOCHILA (선택하신 숙소로 픽업과 배달) 

코스당 4€* (5코스 이상) 

개별 코스에 5€*  

 

* 20kg 이하의 짐 하나를 25km 이하 코스로 배달하는 금액입니다. 자전거로 

순례하시는 경우, 요금은 도보 이동시 해당하는 코스 수에 따릅니다.  

 

mailto:paqmochila@correos.com


  
 
 
PAQ PEREGRINO 

택배 회사처럼, CORREOS는 순례자들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이 서비스의 이름은 PAQ PEREGRINO입니다. 이 서비스로 배낭, 가방, 
짐꾸러미를 어떤 우체국이든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면 순례자께서 도착하실 
때까지 받은 짐을 보관해 드립니다.  

 

 

 

PAQ PEREGRINO 서비스가 유용한 곳:   

1. 짐과 가방을 순례 시작점으로 보내기.  

짐을 순례 시작점으로 보내서 가볍게 여행하실 수 있고, 비행시 수송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2. 짐을 산티아고 CORREOS로 보내기. 

 순례용과 다른 소지품용으로 가방을 두 개 가지고 여행하신다면, 둘 중 하나를 

산티아고 Correos 우체국(주소: Rúa do Franco, 4)이나 순례길에서 원하시는 다른 

우체국으로 보내시면 그 곳에서 도착하실 때까지 받은 짐을 보관해 드립니다.  

 



  
 
 

스페인의 2,000곳이 넘는 우체국 중 원하시는 곳에서 짐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부르게테(론세스바예스) 공항, 바르셀로나 공항, 산 

세바스티안 공항 우체국 등도 포함됩니다.   

 

3. 순례 여정 중에 택배 보내기.  

순례 도중에 쇼핑을 하시거나 짐에서 소지품을 빼고 싶으시다면, 다른 Correos 

우체국으로 짐을 보내서 순례가 끝난 후 해당 우체국에서 짐을 찾으시면 됩니다.   

 

4. 짐을 집으로 보내기. 순례가 끝나면 원하시는 CORREOS우체국에서 배낭과 

가방, 지팡이를 찾기 쉬운 다른 CORREOS 우체국으로 보내세요.   

                                         

가격:  

스페인 육지 내 배송과 함께 15일까지 짐 보관:  

  15Kg 이내의 가방과 짐:    19.40€ (세금 포함).  
  25Kg 이내의 가방과 짐:    28.50€ (세금 포함).  
  

스페인 육지 내 배송과 함께 짐 보관 연장:  

배송과 함께 30일까지 보관:  
15Kg 이내의 가방과 짐:    26.45€ (세금 포함).  
25Kg 이내의 가방과 짐:    35.45€ (세금 포함).  
 
배송과 함께 45일까지 보관: 
15Kg 이내의 가방과 짐:    33.45€ (세금 포함).  
25Kg 이내의 가방과 짐:    42.45€ (세금 포함).  
 
배송과 함께 75일까지 보관: 
15Kg 이내의 가방과 짐:    43.45€ (세금 포함).  
25Kg 이내의 가방과 짐:    52.45€ (세금 포함).    



  
 
 

순례자 상담과 SERVICIO DE CONSIGNA EN SANTIAGO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는 CORREOS가 대성당에서 2분 거리인  Rúa do Franco, 

4,에 있는우체국에서 우편 업무와 순례자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우체국의 

일반 근무시간은  월-금이지만  성 주간부터 10월 31일까지는 특별 근무시간이 적용되어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상담을 운영합니다.   

 

 

 

 

 

 

  



  
 
 
산티아고 우체국의 순례자 담당 업무:  

 

1. CONSIGNA 서비스. 대성당 입장(짐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음)과 산티아고, 혹은 

근처의 피스테라까지 둘러보기 전에 가방, 자전거, 지팡이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2. 여행가방과 배낭 배송. 이곳에서 Paq Peregrino를 이용하시면 가방이나 배낭을 

돌아가시는 길에 배송할 수 있습니다.  

 

3. 자전거 배송. 우체국에 비치된 전용 포장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배송하실 수 있습니다.  

 

4. 지팡이 배송. 지팡이를두고 가기 싫으시다면, 돌아오시면서 여기서 집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5. 피스테라까지 가방 배송 접수. 피스테라나 무히아까지 여정을 계속하신다면 

여기서 Paq Mochila를 예약하세요.  

 

6.  엽서, 카드, 짐 등의 배송. 우체국은 일반적인 배송을 하는 우편 엽서, 우표, 포장 

재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7. 순례자 상점: 여정 중에 기념품이나 선물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CORREOS는 다른 순례자 전용 상담실을 Rúa Carretas에 운영하고 있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ARJETA CORREOS PREPAGO  

CORREOS에선 순례자께서 걱정없이 출발하실 수 있도록 선불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카드 하나면 산티아고 순례에 일반 은행 카드나 현금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TARJETA CORREOS PREPAGO마스터카드는  MasterCard® (스페인 전역에서 

이용됩니다)로 결제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인터넷 쇼핑이나 ATM에서 

출금하실 때, 그리고 전산화된 우체국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와의 

차이점은 선불카드는 계좌와 연계되지 않으므로 미리 입금하신 금액을 초과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카드 

기능을 활성화하여, 잔고를 상담하고 입금하시거나 이용 중지 또는 재개를 

터치만으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CORREOS의 모든 지점에서 단지 6유로에 신청 후 카드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웹사이트( Correos Prepago)에서 전체 약관을 모두 

읽어보신 다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rreosprepago.es/  

https://itunes.apple.com/es/app/correos-prepago/id1112916759?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orreosprepago&hl=es
http://correosprepago.es/
https://correosprepago.es/


  
 
 

9페이지: 서비스와 가격 요약표 

 
서비스 

 
내용 

 
가격 (세금 포함). 

 
 
PAQ MOCHILA 

 
순례 여정의 숙소간 

가방과 배낭 배송  

 
코스당 4€ (5코스 이상) 
 
코스당 5€ (개별 코스) 

 
 
 
PAQ PEREGRINO 

 
순례길의 모든 CORREOS 

우체국에서 배낭, 

여행가방, 짐을 

배송하고 15, 30, 45, 

75일까지 보관 가능.  
 
 

 
배송과 함께 15일까지 보관: 

15Kg까지 19.40€ 

25Kg까지 28.50€ 
 
배송과 함께 30일까지 연장 

보관: 

15Kg까지 26.45€ 

25Kg까지 35.45€ 
 
배송과 함께 45일까지 보관: 

15Kg까지 33.45€ 

25Kg까지 42.45€ 
 
배송과 함께 75일까지 보관: 

15Kg까지 43.45€ 

25Kg까지 52.45€ 
 
CONSIGNA EN SANTIAGO 

 
대성당에서 2분 거리인 
Rúa do Franco, 4 
우체국에서 배낭, 

여행가방, 지팡이, 

자전거 보관 서비스 

운영.  
 

 
 
배낭/여행가방: 1일 2,5€ 

(이틀째부터는 1€씩 추가) 
 
자전거: 1일 3€ (이틀째부터는 

2€씩 추가)  
 
지팡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