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몽골 선교 및 카이로스 센터 건축 감사 예배 참석 

일정: 9월 7일 (수) ~ 9월 12일 (월) 

참가비: 500불/person (항공료 별도) 

신청마감: 5월 31일 (선착순 30명) 

신청 및 문의: 장학범 목사 (201-274-4010) 

   

-------------------------------------------  절 취 선 ---------------------------------------------------- 

 

2016년 몽골 선교 및 카이로스 센터 건축 감사 예배 참석 신청서 

 

이름: (한글)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남     여 ) 

 

교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권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유효기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기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서 보낼 곳: 장학범 목사 (Rev. Hark Bum Chang, hchang1305@hotmail.com)  

Grace Korean UMC 

105 Fairview Ave.  

Westwood, NJ 07675 

(Fax: 201-358-1374)  

(pay to the order of: Mongolia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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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몽골 선교 및 카이로스 센터 건축 감사 예배 참석 안내 

날짜 일정 

9월 7일 (수) 인천 공항에서 오후 7:55 KE 867편으로 출발 

몽골 울란바토르 도착  

9월 8일 (목) 선교지 방문 – 게를트, 칭글테, 카이로스센터 방문 

9월 9일 (금) 개 교회별 선교 (혹은 몽골 신학교 방문 및 선교사 내방) 

9월10일 (토) 개 교회별 선교 (혹은 몽골 문화체험) 

9월 11일  

(주일) 

1) 현지교회에서 예배 (목사님들 설교) 

2) 카이로스 센터 Ribbon Cutting Ceremony  

3) 팀원중 일부: 한국으로 출발 월요일 00:55 AM- 4:00 AM 인천공항 도착 

9월 12일 

(월) 

1) 몽골국립공원 '테를지' 방문, 초원체험, 말타기 

몽골시내 및 자연사박물관 탐방    

2) 전체 팀원: 한국으로 출발 화요일 00:55 AM- 4:00 AM 인천공항 도착 

가는길 (뉴욕에서 대한항공으로 출발하는 경우) 

9월 6일 (화) 2:00 PM JFK 공항출발 – 9월 7일 (수) 5:20PM 인천공항도착 

9월 7일 (수) 7:55 PM 인천공항출발 – 9월 7일 (수) 11:30 PM 울란바토르도착 

오는길 (두 가지 경우) 

1) 9 월 12 일(월) 00:55 PM 울란바토르출발–9 월 12 일 (월) 4:00 AM 인천공항도착 

2) 9 월 13 일(화) 00:55 PM 울란바토르출발–9 월 13 일 (화) 4:00 AM 인천공항도착 

신청자격 

1.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 

2.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단기선교 참가 안내 

1. 미국 시민권자는 몽골비자 필요없음, 대한민국여권소지자는몽골비자를 받아야함.  

2.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2,000불가량 

3. 한국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 867편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같은 비행기로 몽골로 출발함. (인천 – 몽골의경우 항공료는대략 $630) 

4. 신청마감:  5월 31일 (화) 

5. 신청 및 문의:  장학범 목사 (201-274-4010, hchang1305@hotmail.com) 

6. 참가비: 500불/person (5박 6일 숙식비, 차량이용료, 각종 입장료) (항공료 별도) 

7. 항공료 구입 안내 

1) 항공료는 각자 개인적으로 구입 

2) 뉴욕발 대한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4월 중순 현재의 가격으로는 1,916불입니다. 

(이 경우는 마일리지를 70% 만 적립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100% 정립할 수 있

는 가격은 2,016불입니다. 이 가격은 돌아오는 스케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장학범 목사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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