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UN 세미나 신청하신 여선교회 회원들께 

발신:  김명래 총무,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내용:  UN 세미나 일정 변경과 UN 세미나 비행기 일정표 

발신일:  2016 년 6 월 17 일  

 

푸르름이 더하는 싱그러운 계절인 6 월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한인여선교회 회원들 70 명께서 UN 세미나를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분 대기자 명단에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죄송한 편지를 드리게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실시하려던 9 월 28 일 – 10 월 1 일 

UN Seminar 일정을 10 월 12 일(수) - 15 일(토)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 9 월달과 10 월초에 

UN Assembly 가 실시되어 UN Tour 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UN Tour 가 가능한 일정에 

맞추어 UN Seminar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비행기표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므로 새 일정에 맞게 비행기표를 구입해 주시고 

비행기 일정을 작성해서 6 월 30 일까지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비행기표를 이미 9 월 28 일-10 월 1 일로 구입하신 분들은 김명래 총무 (914-473-7401 / 

mrkim81@gmail.com) 에게 연락해 주시면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새 일정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은 참석하지 못하심을 알려주십시요. 

등록 취소에 대한 Policy 는 6 월 30 일까지 취소하시는 분들은 100%를 환불해 드리고, 7 월 31 일까지 

취소하시는 분들은 80% 환불, 8 월 30 일까지 취소하시는 분들은 50% 환불, 그리고 9 월초부터는 

환불해 드리지 못합니다. (미리 지불된 호텔비, UN Tour fee, 사무비, 식비, 교통비를 환불할 수 없음) 

 

10 월 12 일-15 일에 뉴욕 맨하튼의 날씨가 제일 좋은 가을날씨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표를 

구입하실 때, 10 월 12 일(수) 오후 12 시까지는 JFK 공항 or LGA 공항에 도착하시도록 해 주십시요. 

두 공항에서 숙소인 Best Western 까지 30 분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택시를 부르셔서 함께 

타고 오시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다음번 공문에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첫 날엔 

호텔에 도착하셔서 check In 하시고, 오후 3 시에 호텔에서 출발하여 세미나 장소인 후러싱교회 

비전센터로 3 시 30 분까지 도착하시록 차량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출발일인 10 월 15 일(토) 

오후 1 시에 UN 세미나를 마치므로 공항에서 오후 3 시 30 분 이후에 출발하는 비행기표 일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가시는 분들은 함께 택시를 타고 가시면 비용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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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오시는 분들은 직접 후러싱 교회로 오후 3 시 30 분까지 오셔서 교회 파킹장에 파킹하신후, 

교회 부속건물인 비전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마치는 저녁 9 시에 호텔로 가셔서 

Check In 하시거나, 호텔로 1 시까지 도착하셔서 check In 하시고 오후 3 시 30 분에 함께 이동차량을 

타시고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호텔 파킹장은 무료입니다. 

 

세미나 일정 중 UN Tour 방문과 맨하튼에서 개인 Free time 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뉴욕시티투어, 뮤지엄 관람, 등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공문에 자세한 

일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미리 개인 관광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 일정에 대한 참가여부와 비행기 일정 or 자동차 일정을 보내주십시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김명래 총무에게 전화 (914-473-7401) or 이메일 

(mrkim81@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N Seminar 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래 총무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 

  

 UN Seminar 불참석자 환불 신청서 

불참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6 월 30 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등록비를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등록 취소하시는 분 성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Cel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불 신청서 보내는 곳: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NNKUMW (Attention: Myungrae Kim Lee)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UN 세미나 비행기 / 자동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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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ce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행기 일정:   

 10월12일(수) 도착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비행장 이름 _____________________ 

       비행기 회사 & 비행기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월15일(토) 출발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비행장 이름 _____________________ 

비행기 회사 & 비행기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동차 일정:   

 10월1일(수) 도착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월15일(토) 출발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연락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음식 엘러지로 주의해야 할 음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행기표 일정을 6월30일까지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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