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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안녕하세요?
추수 감사절을 복되고 의미있게 지내셨으리라 믿으며,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대강절과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무척
분주해지는 때가 되었는데, 이 기간 내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교회와 사역과 가정에 철철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저희 동북부 한인 연합 감리 교회 연합회에서는, 예년과 같이, 2018 년을
마감하기 전에 연말 예배와 친교의 시간을 마련하여 여러 동역자님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경건과 감사의 예배, 푸짐한 저녁 식사, 흥겨운
프로그램과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꼭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의미있고,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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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 년 12 월 27 일 (목)
오후 3:00 – 5:00 …………………… 등록
5:00 – 6:30 …………………… 저녁 식사
6:45 – 8:00 …………………… 송년 예배
8:00 – 9:30 …………………… 친교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 등록해 주십시오. 의문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임원진들 누구에게나 연락하시면 됩니다.
1) 등록: 12 월 16 일 (일) 까지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o 온라인으로 등록을 원하시면 이곳을 눌러주세요. 온라인등록
바로 하기
(클릭이 안되면, 옆의 주소로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kccnej.org/registration )
o 온라인 등록을 원하지 않으시면, 첨부된 화일을 다운받아
등록서를 작성하신 후에 등록비용 수표와 함께 우 호정 회계
목사에게 우편메일로 보내주세요.
2) 등록비: 가족 $20, 개인 $10
(수표는 KCCNEJ 로 쓰셔서, 우 호정 회계 목사에게 우편메일로
보내 주세요)
Rev. Claire Wu, 881 Merrick Rd. Baldwin, NY 11510
3) 호텔에 묵으시는 분들께서는, 각자 알아서 예약하시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당일에 가족당 $50 을 보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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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텔에 묵으시는 분들께서는, 각자 알아서 예약하시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당일에 가족당 $50 을 보조해 드립니다.
4) 장기 자랑 순서에 참가하실 개인, 혹은 가족들은, 등록하실 때에
미리 명기해 주십시오.
우선 순위로 10 명/가족만 받습니다. 5 분이내로 준비.
5) 사진에 찍히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자녀들을 포함),
등록하실 때에 꼭 미리 명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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