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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제재림기도인연합성회 등록 안내 

  

한국과 일본, 및 중국에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성회 

한국 준비위원회 (061-690-0501 •  010-8354-0195) 또는 

일본 준비위원회 (03-5604-5125) 를 통해 등록하며 그외 

미주 준비위원회(718-962-4046 • 951-553-3702)를 통해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시는 분은 아래 등록 신청서를 

사용 하시거나 온라인 등록(크레딧 카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회 장소 소개  

  

1905 년에 세워진 헤르몬 산 기독 센터(Mount Hermon 

Christian Conference Center)는 미국 미시시피 

서쪽에서는 최초의 기독교 캠프입니다.  복음주의적이고 

초교단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선교단체의 야영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 기독 센터의 시작은 선교자 드와이트 무디 

(Dwight L. Moody)로 현재까지 야영장의 프로그램과 

시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0 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시설의 하나로 성장한 선교 

야영 센터입니다.    

 

참고 사항    

  

1. 성회장소 인근 공항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SFO: 

1 시간 10 분거리)과 산호세 국제 공항(SJC: 40 분 

거리)이 있습니다. 항공을 이용할 경우 비행기표를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구입하시면 공항에서 성회장소 

까지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9 월 13 일(수) 오후 2 시 이전에 공항에 도착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은 새로 조정된 헐몬산측 숙식비를 포함하는 

금액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 완료됩니다. 

3. 각 종류대로 방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숙소는 등록 

순서대로 배정합니다. 기도인연합 등록안내 사이트에 

기재된 각 방 종류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미주 지역은 7 월 15 일까지 등록 취소, 변경 및 환불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초청의 말씀 

 

이 시대 미스바의 회개 (삼상 7:3-17)의 경험과 성령(행 

1:14,2:1-4)의 역사가 절실한 오늘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교회의 영적각성을 고대하며 평신도와 목회자의 

연합으로 시작된 연합기도운동 10 주년을 기해 미주 

지역을 포함한 범 지역적 재림교회에 영적각성 운동의 

확산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성회에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2017 국제재림기도인연합성회 준비위원회 

  

김길형 김동준 김상도 김수호 김정한 노귀환 류복례 

성선제 손경상 안상기 안천수 엄영대 오성훈 유재상 

이기성 이봉주 이천우 이학봉 전인석 정동춘 조경신 

최석근 한규형 홍명관 

 

성회 안내 

 

주제:  시온이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 (사 40:3) 

기간:  2017 년 9 월 13 일 (수) - 17 일 (일) 

장소: 헤르몬산 기독 컨퍼런스 센터  

(Mount Hermo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37 

Conference Dr, Mt Hermon, CA 95041) 

주최:  기도인연합  

순서: 영적인 전체순서와 세블로드 앤드루샥 목사, 

마스미 시마다 (島田真澄) 일본연합회장, 홍명관  

순회부흥전도자, 김정곤 재림연수원 강사를 포함한 

한미일 강사 및 간증자들의 시대적 기별, 간증과 언어별 

/ 구룹별 프로그램 및 전체 연합기도회 

 

온라인 등록 웹사이트  

  

한국어 (페이지): 

https://adventistprayerconvention.com/korean 

영어: https://adventistprayerconvention.com 

  

그외 성회 및 기도회 참여문의   

 

한국: 061-690-0501 • 010-8354-0195  
일본: 03-5604-5125   

미국: 951-763-4370 • 718-962-4046   
 

기도인연합    

TEL: 619-758-4006  

FAX:  858-909-8214  

Email: info@prayercoalition.com       
 

http://www.prayercoalition.com/xe/index.php?mid=pc_news_activities&page=1&document_srl=1567/�
http://www.prayercoalition.com/xe/pc_news_activities/1726�
https://adventistprayerconvention.com/korean�
https://adventistprayerconvention.com/�
mailto:info@prayercoal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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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제재림기도인연합성회 미주 등록 신청서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cell):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석교회: _______________________항공이용 (Y/N) ___ 공항 (SFO/SJC):   __________ 도착시간__________________ 

LA 근교에서 출발 버스이용 원할 경우 이용자 수:  _______________ 명    신청일(월/일/) :  ____/  ___  / 2017    

참가비: 

* 1 인당  4 박 5 일간 숙식비용  (11 끼 식사 포함)  

* 이코노미 방은 해외(한국) 단체 참가자 우선하며 각 종류 

의 방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숙소는 등록 순서대로 배정 함 

* 4 - 17 살 자녀가 부모와 같이 방을 쓸 경우 자녀 금액 

 (Deluxe $303 Standard $250 Economy $205) 적용  

 

 

 

 

                                                     전체 참가비 합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체 참가비는 베이커스필드 교회 앞으로 수표를 적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송금 수표명) :          Bakersfield Korean SDA Church 

Send to (신청서/참가비 보낼 곳):  Prayer Coalition, P. O. Box 1216, Delano, CA 93216-1216  

   

성회를 후원하시기 원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위해 따로 금액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문의처:  서부: 951-553-3702 (노귀환 목사)   •   중동부: 718-962-4046 (안상기 목사)        

 

숙소 종류  2 인 1 실 3 인 1 실 4 인 1 실 

Deluxe $583 $496 $438 

Standard $484 $411 $363 

Economy $381 $323 $285 

Dorm $347     

참가자 이     름 (신청인 포함) 성별 나이 관계  참가비 (헤르몬 산 숙식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