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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사용
등록 일정과 비용 (2인 1실) (1인 1실)

1차/ 2월 22일까지 2차 / 4월 1일까지

$ 250
총대:목사/장로 무료 $ 50
사모/권사/집사 $ 200 $ 300

자녀 $ 200 $ 300
 총회 기간 외 숙박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1일 숙박비용: $100 )

Pay to : WKPC
주소: WKPC (봉투겉면: 제46회 총회 등록비)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세계예수교장로회 제46회 총회준비위원회
The Preparation Commitee for the 46th General Assembly of

WORLD KOREAN PRESBYTERIAN CHRUCH
1001 70th Avenue, Philadelphia, PA 19126

Tel : 201-697-8537 (김명식 목사) / 201-744-9441 (원도연 목사) / 484-632-1503 (고영근 목사)
www.wkpc.net

   
 수 신 : 세계예수교장로회 제46회 총회 총대 제위                              문서번호 46-001
 참 조 : 각 노회장 및 노회 서기
 제 목 : 세계예수교장로회 46회 총회 등록 안내

    주님의 이름으로 총대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제 46회 총회 일정과 총회 및 호텔장소를 알려 드립니다.

                 주제 :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행전 1:8)

    1. 총회일시 : 주후 2022년 6월 7일(화) ~ 6월9일(목)
    2. 장    소 : St. Peter’s Episcopal Church/ 둥지교회 당회장 김정도목사 
                :140 Rainbow Blvd, Niagara Falls, NY 14303  (Tel:267-241-0969)
    3. 호텔장소 : Comfort Inn Niagara Falls
                : 6115 Niagara Falls Blvd, Niagara Falls, NY 14304 (Tel : 716-524-2727)
    4. 호텔예약 : 총회기간의 호텔 숙박과 식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미화 USD)
    

       1) 노회에서 상회비를 4월 1일까지 내시면 총회기간(2일) 동안 숙식과 수요일 당일
          여행은 무료입니다.
       2) 사모, 권사, 집사, 자녀를 동반하여 오실 경우에는 각각 $ 200 씩 추가로 받습니다.
          (숙식과 수요일 여행경비 포함된 금액입니다:18세이상 자녀해당))
       3) 수요일 관광은 천섬(Thousands Islands)을 다녀 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Niagara Fall 보고, Maid of the Mist 승선 폭포, 근접 Cave of Winds 관광, 이것으로
          공식 일정은 다 끝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각자 공항으로 가셔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은 목요일(6월 9일) 오후 4시 이후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총회등록은 www.wkpc.net 웹사이트를 통해서 online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노회 서기는 노회원들로 조속히 등록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등록 마감일은 4월 1일입니다.
    5. 등록 송금 안내 : 등록 송금은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춘경 장로(총회회계 Tel : 714-625-7653)
    6. 교통안내 : 
       1) Buffalo Niagara International Airport 공항에서 준비 위원들이 Pick-up 합니다.
         반드시 BUF 공항을 이용하셔야 하고, 다른 공항은 Pick-up 할 수 없습니다.
         (담당 : 정동오 목사 302-521-6797, 장병기 장로 267-673-7307, 이영근 장로
          267-393-1137)
       2) 총회 개회 하루 전에 오실 분이나 폐회 후 더 계실 분들은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1일 숙박비용:  $100)
    7. 접수 :
       1) 총회 첫 날 (6월 7일) 접수는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오후 5시 30분에는 저녁식사가
         있고 개회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8. 총대들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
       1) 6월 7일 오후 2시 이전에 도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천부원과 임원들은 2시부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총회 강도사고시 안내 : WKPC 웹사이트 참조

                                                        주후 2022년 1월 20일
                                     세계예수교장로회 제46회 총회 준비위원장 : 김명식 목사
                                                                        서기 : 고영근 목사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