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미국장로교회에 소속된 대학생들(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대학생, 대학원생 포함)    

방문지 (현지 사정에 따라 약간의 뱐경) 

예절 문화관, 전쟁 기념관, 대학교, 교회, 순교자 기념관,     
산업시찰, 전방부대 등.    
서울-인천-전방부대-땅굴-명성교회 새벅기도-장신대-   
양화진-서울시내-천안독립기념관-전주-남원-여수-    
순천-경주-울산-부산-제주   

숙  소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관 호텔 및 민박   

경  비 
등록비 400불(김해-제주-김포 항공료 및 한국내     
경비 포함)과 한국행 항공료 (개인 부담 - 미국-인천)    
*현지 숙식과 교통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에서 담당     

한국 도착 날짜 
2015년 6월 16일(인천공항)   

신청방법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찾아 기입 

    www.nkpm.org
“NKPM” 앞으로 수표를 $400.00 만들어    

   다음 주소로 우송 
 Mr. Jong Chung (정종성 장로)    
 271 E. Railroad Ave #101, Bartlett, IL 60103    

j.schung@yahoo.com    
708-439-0233    
신청서 접수는 선착순 25명으로 2015년 5월 1일로 마감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자유로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

연락처 
조현대 장로 (인솔단장)   
760-218-0221   
ullsull@hotmail.com   

Pastor Joseph Song (Youth Leader)   
678-983-3697   
sourhippo@gmail.com   

엄재용 집사 (남선교회 총무)   
407-656-8889(Home),407-670-4552(Cell)   
jum00@yahoo.com   

제27차 미국장로교회

June 16-June 30, 2015 

(한국시간)

About This Trip: 

Here is an extraordinary trip jointly 

sponsor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Presbyterian 

young adults to visit Korea and to learn 

about and to experience the rich heritage of 
partnership in mission.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expend your horizons and 

join in Christian fellowship with other 
Korean young adults. In addition to touring 

Korea and visiting the usual sites we will 
visit several Korean churches and even 

spend a weekend with Korean families and 

participate in church activities with them on 

Sunday. For further details see the reverse 

side or feel free to call any of the contacts. 

여행에 대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와 미국장로교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공동으로 계획하여 매년 실시
해 오고 있는 대학생 한국방문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학
생들과 교포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보
고 느끼게 해주고 한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함
으로써 한국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돕는데 좋은 시청
각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방문하여 교
류를 가지며 민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귀한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한국의 신앙인들과 좋은 
교제를 가짐으로 다양한 경험과 안목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뒷면에 있는 문의처로 연
락 바랍니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김영철 장로 

•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Men (NKPM)


• 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Presbyterian 
Church (USA)

http://www.nkpm.org
mailto:ullsull@hotmail.com
mailto:sourhippo@gmail.com
mailto:jum00@yahoo.com
http://www.nkpm.org
mailto:ullsull@hotmail.com
mailto:sourhippo@gmail.com
mailto:jum00@yahoo.com


WHO THIS TRIP IS FOR: 

Presbyterian College Students (Graduating     
class of high school this year, college or     
graduate students)    

WHERE WE ARE VISITING: 

The Institute of Korean Culture, the War     
Memorial, universities, Churches & much more.    

WHERE WE ARE STAYING 

At Korean Centennial Hotel, retreat center, &     
two or three nights in the home of a host family.    

HOW MUCH IT COSTS: 

Fee of $400.00(airfare to KimHye-Jejudo-Inchon     
and any expenses in Korea included) + Airfare      
(Your own expense for round trip from your      
departure city to Inchon).     

DATE OF ARRIVAL AT KOREA: 

June 16, 2015 at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HOW TO REGISTER: 

Download the registration form at the   
    following websites and fill out the form: 
    www.nkpm.org

Mail with $400.00 check payable to NKPM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Men).
 Mr. Jong Chung    
 271 E. Railroad Ave #101, Bartlett, IL 60103    

j.schung@yahoo.com    
708-439-0233    
The due date for registration is May 1, 2015
After program is over you may return home  

     at your convenience.

CONTACTS: 

Elder HyunDai Joh (Leader)    
60-218-0221    
ullsull@hotmail.com   

Pastor Joseph Song (Youth Leader)   
678-983-3697   
sourhippo@gmail.com   

Dr. Um, JaeYong (NKPM Secretary)    
407-656-8889(Home),407-670-4552(Cell)    
jum00@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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