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44회 NCKPC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 등록신청서 

2015년 6월 16-19일 (화~금) 
Hilton Washington Dulles Airport: 13869 Park Center Rd.  Herndon, VA 20171     Tel (703) 478-2900 

신청자 본인 
Myself 

한글 이름:             Name in English:          

교회/기관명:       소속 노회: 

성별:                        M                      F 소속 대회:          

Street:                                                                생년월일 (YYMMDD):                   /                 / 

City:   State:    Zip Code:   

Cell Phone:   Email:   

직분 (Check One):     목사        은퇴목사        사모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기타:                               

참석자격 (Check One):             실행위원        총대        방청         내빈 

동반자 및 

등록비 계산 
Family 

Information & 
Fee Calculation 

 
 
 

모든 참가자의 등록비는 $350 이며, 3월 31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 $50 추가 등록비가 있습니다.   

Hotel Check-In 하는 날 18세 미만이 되는 자녀들의 경우 방을 추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첫째가 $90이며, 둘째부터는 

$60입니다.  방을 추가하는 경우 성인과 가격이 같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비는 성인과 같으나 , 어린이 또는 중고등부 

Program의 Counselor로 돕는 경우에는 $60입니다. 

 한글 이름 English Name 관계 성별 B-Day 나이 학년 참가비 

1         

2         

3         

4         

5         

A 모든 성인 등록비는 $350입니다 (3박 4일). 신청자 본인 $350 

B 독방을 요청하시는 경우 $150 추가됩니다. 독방추가 비용 +                      

C 행사 후 방을 더 사용할 경우 방당 하루에 $150 추가됩니다 (            일 추가) 추가 방사용료 +                      

D 은퇴 목회자와 배우자에게는 $50 씩 할인해 드립니다. 은퇴자 할인 -                      

E Commute(출퇴근) 하시는 경우 $150 입니다. 
Commuter 

등록비 
+                      

등록 마감일은 3월 31일입니다.  마감일 후에는 Late Fee가 $50 추가되며, 5월 3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등록교인 100명 이하의 목회자의 경우 비전 밋션기금을 

납부한 교회에 한하여 항공료 보조를 드립니다 ($100, 선착순 50명).   

 항공료 보조를 신청합니다:  예 (         )  아니오 (         ) 

총 등록비  

항공편 
Flight 

Information 

도착 날짜:                            항공사:                            비행기 번호:                            도착 시간:                                           

출발 날짜:                            항공사:                            비행기 번호:                            출발 시간:                                           

 참고: Hotel–공항간 Shuttle은 15~19일에만 운행됩니다. 

유의할 점 
Special Needs 

주최측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 (예: Allergy, 처방약 등): 
                                                                                                                                                                                                       

비상 연락처  

Emergency 

 이름 Name 관계 Relationship 전화번호 Phone Number 
1          (                 ) 

2          (                 ) 

어린이 

중고등부 

Program 

등록안내 

어린이(K-5학년) 및 중고등부(6-12학년) Program은 전체 행사 

때에만 병행되며, 그 외의 시간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Hotel 내에서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행사 진행측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위에 명시된 

학년은 9월 기준이며, 유치원(K) 아래로는 Program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서  

및 Check를  

채희철 장로 

(회계)께  

우송 바랍니다.
 

Elder Charles Chae 
C/O NCKPC 

3724 Bridger Dr. N. 
Carmel, IN 46033 

 

Charleschae@yahoo.com  

사무용 
Office Use Only 

지불:  수표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액수: ___________________     _____ 

등록:   2015년       월       일         방번호: ____________       Roommate: ______________________ 

 

mailto:Charleschae@yahoo.com

	fill_52: 
	Name in English: 
	fill_54: 
	fill_55: 
	fill_57: 
	Street: 
	City: 
	State: 
	Zip Code: 
	Cell Phone: 
	Email: 
	fill_5: 
	English Name1: 
	fill_7: 
	fill_8: 
	BDay1: 
	fill_10: 
	fill_11: 
	fill_12: 
	fill_13: 
	English Name2: 
	fill_15: 
	fill_16: 
	BDay2: 
	fill_18: 
	fill_19: 
	fill_20: 
	fill_21: 
	English Name3: 
	fill_23: 
	fill_24: 
	BDay3: 
	fill_26: 
	fill_27: 
	fill_28: 
	fill_29: 
	English Name4: 
	fill_31: 
	fill_32: 
	BDay4: 
	fill_34: 
	fill_35: 
	fill_36: 
	fill_37: 
	English Name5: 
	fill_39: 
	fill_40: 
	BDay5: 
	fill_42: 
	fill_43: 
	fill_44: 
	fill_67: 
	fill_68: 
	fill_45: 
	fill_47: 
	fill_48: 
	fill_71: 
	fill_49: 
	fill_50: 
	fill_72: 
	Area 2: 
	Area1: 
	YY: 
	MM: 
	DD: 
	Day: 
	fill_69: 
	Commuter: 
	Arrival Date: 
	Airline Number: 
	Arrival Time: 
	Departure Date: 
	D Airline Number: 
	D Airline: 
	Airline: 
	D Departure Time: 
	S1: 
	S2: 
	No: Off
	Yes: Off
	F: Off
	M: Off
	R: Off
	W: Off
	Pr: Off
	E: Off
	EW: Off
	D: Off
	Etc: 
	P: Off
	REA: Off
	EX: Off
	H: Off
	CU: O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