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WMC2016 참가신청서 www.kwmc.com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2016/6/6-10)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2016/6/3-6) 제3차 한인선교사자녀대회 (2016/6/3-6) 

인적사항  

호칭 □ Rev. □ Dr. □ Mr. □ Mrs. □ Ms.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 여    

구분 □ 선교사  □ 목사 □ 목사사모 □ 전도사 □ 장로 □ 권사 □ 집사 □ 기타평신도 □ 신학생 □ 대학원생 □ 대학생 □ 청소년 

성명 (한)                              (영) 

주소  

전화 (집) 전화 (기타) 이메일  

소속교회 지역 (국가/주)  담임목사 

대회등록  

KWMC2016  
6월 6-10일  

선교사 
(특별할인) 

선교사자녀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만 11-22세 만 3-10세 

 
1차 3월31일 마감 
2차 5월15일 마감 
3차 6월 5일 마감 

□ $150 □ $100 □ $50 

□ $300 

□ $325 

□ $350 

□ $200 

□ $225 

□ $250 

□ $150 

□ $175 

□ $200 

□ $100 

□ $125 

□ $150 

□ $50 

□ $75 

□ $100 

KWMC대회 숙박 
□ 기숙사 2인1실 $0 
□ 아파트 2인1실 (2베드룸) $50 /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베드룸) $65 / 1인당 (4박5일) 

□ 기숙사 2인1실 $150 /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2베드룸) $200 /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베드룸) $215 / 1인당 (4박5일) 

동숙-무료 
침대필요시 
일반과 동일
한 가격. 

선교사대회  

6월 3-6일 

선교사 및 가족 10세 이하 

KWMC 한국계좌 입금안내  

국민은행 예금주 : 윤은성 / 계좌번호 342301-04-041490 

선교사님이나 한국등록자 중 온라인등록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계신 경우는  

위의 한국계좌로 입금하시고 신청서는 미국본부로 보내주세요. 

□ $100 □ $50 

MK대회 6월 3-6일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MK) □ $100 

숙박  

□ 기숙사 2인1실 $0 
□ 아파트 2인1실 (2베드룸) $35 /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베드룸) $50 / 1인당 (4박5일) 

인원  X         명= X     명= X     명= X       명= X      명= X      명= X      명= X    명= 

총액 (개인별 총액) $ $ $ $ $ $ $ $ 

총액 (가족이 함께 등록할 경우, 개인들의 등록금을 더하셔서 총액을 산출하시고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 $ 

납입방법 등록비는 미화수표나 머니오더, 혹은 크레딧카드만 접수합니다. 외국수표/머니오더는 받지 않습니다. (미화 US$ only) / KWMC2016 앞으로 발행 

□ 수표(Check)   □ 머니오더(Money Order)   □ Traveler’s Check    □ Visa     □ Master Card     

크레딧카드 사항  소유자명(영)                                          카드번호                                                     

만기일                                               CVV2# (카드뒷면 3-4자리숫자로 반드시 기입) 

서명                                                                           날짜 

가족등록사항 (대회에 참가하는 가족만 기입해 주시고 등록비는 그에 맞춰 위의 등록금란에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한)                                 (영)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자녀 1 성명 (한)                                 (영)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자녀 2 성명 (한)                                 (영)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자녀 3 성명 (한)                                 (영)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선교사 사용란 

사역지                      파송기관                            파송년월일               초청장 □ 필요 (우송비 $31을 총액에 더해주세요) 

전시단체/전시자  전시비 $700 / 전시자 2인까지 1인당 $150(숙박포함) - 자세한 내용과 등록은 웹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ww.kwmc.com   

교통편 □ 교회버스 □ 자가용 □ 항공  (공항) □ LAX □ LA/Ontario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착일시)                                         (출발일시)                                                (항공사)                            

항공편을 이용하실 경우 추후라도 정확한 도착/출발일시, 항공사, 공항을 본부로 보내주셔야 공항픽업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메일 kwmc@kwmc.com) 

보내실 곳 KWMC2016 /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전화 516-277-2081, 2082 / 팩스 516-686-6128 / kwmc@kwmc.com / 홈페이지 www.kwmc.com  

http://www.kwmc.com/
mailto:kwmc@kwmc.com
http://www.kwmc.com/


KWMC2016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 제3차 MK(한인세계선교사자녀)대회 등록안내 

www.kwmc.com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는 KWMC로 등록 www.kwmc.com 
         6월 6일(월)-10일(금)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 선교사, 목회자, 일반참가자 및 자녀 
         6월 3일(금)-6일(월) 제3차 선교사자녀(MK)대회 - 선교사 자녀 (MK) 17세 이상  
 
     ▶ 아래는 KWMF(선교사대회)로 등록 www.kwmf.info 
         6월 3일(금)-6일(월)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 선교사 및 선교사 가족 
 
      ▶ 모든 선교사 참가자들은 KWMC대회와 KWMF대회를 둘 다 등록할 경우 양쪽 창구로 등록이 가능하며   
         특히 양쪽 대회를 다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위해 선교사 등록금을 대폭할인하였습니다. 

① 등록방법안내 

▶ 온라인등록 :  KWMC 웹사이트 www.kwmc.com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재만 가능합니다. 
▶ 우편등록 : 등록신청서(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작성, 등록금과 함께 우송하시면 됩니다. 미화수표/머니오더만 가능합니다. 외환수표/
머니오더는 받지 않습니다. (수표 수취인은(Pay To) KWMC2016) 
▶ 팩스등록 : 등록신청서를 팩스(1-516-686-6128)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할 때만 가능) 
▶ 한국/해외등록 :  미국 외에서도 신용카드로 미국본부에 직접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를 사용하실 경우 아래 한국계
좌로 입금하시고 신청서는 미국본부로 입금자 성명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 한국은행계좌 : 국민은행(예금주 윤은성) 계좌번호 342301-04-041490 
▶ 한국지부 : 지부장 윤은성 목사  kwmc2016kr@gmail.com / 전화 010-6693-3946 

② 대회별/참가자별 등록안내 

KWMC2016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 6월 6일(월)-10일(금)  

▶ 일반참가자 : 연령별로 성인(만26세 이상 본대회 참석), 대학생/청년(만18-25세, 본대회 참석) 청소년(만13~17세, 청소년선교대회 참
석), 초등학생(만7-12세, 어린이선교대회 참석), 아동(만3-6세, 어린이선교대회 참석)으로 분류되어지며 등록시 연령에 맞춰 해당 대회로 
배정되어집니다. 등록비에는 식비, 교재비 등 모든 대회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숙박비는 별도입니다. (아래 숙박안내 참조) 
▶ 선교사/가족 : 성인 선교사(만18세 이상 본대회 참석), 청소년 MK(만13~17세, 청소년선교대회), 초등학생 MK(만7-12세, 어린이선교
대회),아동 MK(만3-6세, 어린이선교대회)로 분류되어집니다. 선교사 가족 등록비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기숙사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아파트 숙박 경우 추가 숙박비 있음) 
▶ 강사진 : 모든 강사진은 해당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비/숙박비를 내시고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전시자 : 대회전시비는 부스당 $700이며 대표 2인까지 각각 $150에(기숙사 숙박포함)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대회전시는 별도의 신
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wmc.com) 
▶ 0-2세 : 3세 미만은 무료이며 (침대 없음) 별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KWMF2016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 6월 3일(금)-6일(월) 

▶ 본대회 전주에 열리는 (6/3-6) 선교사대회는 KWMF로(www.kwmf.info) 등록하시되, 선교사대회+본대회를 함께 등록하실 경우 
KWMC나 KWMF 양쪽 모두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MK대회 제3차 한인세계선교사자녀대회 - 6월 3일(금)-6일(월)  

▶ 본대회 전주에 열리는 17세 이상 MK대회는 KWMC로 (www.kwmc.com)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취소, 환불, 비자를 위한 초청장 
▶ 등록을 취소하실 경우 참가비 환불은 없으므로 신중하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타인에게 인계할 경우 5월 15일 이전에만 가능
하며, 반드시 새등록자의 참가신청서와 함께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 선교사나 해외등록자 중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문건을 보내주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비자를 위한 초청장이 필요하신 경우 등록용
지에 표해주시면 KWMC 발행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선교사의 경우도 위와 같이 등록을 타인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③ 숙박안내  

▶ 숙박은 기숙사와 대학 아파트로 나눠지며 대회장과의 거리는 양쪽이 비슷합니다. (도보 10분 내외) 
▶ 대학 아파트는 2인1실로 1베드룸, 2베드룸이 있으며 거실, 부엌, 화장실/욕실이 있습니다.  
▶ 선교사 및  가족, MK대회 : 기숙사 숙박비는 무료이며 2인1실 아파트의 경우 추가 숙박비가 있습니다.  
(선교사 가족이 머무는 기숙사는 2인실 2개의 방이 1개의 화장실/샤워실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 일반등록자 : 원하실 경우 기숙사 500명까지 선착순 등록가능하며 (일반등록자 기숙사는 2인실로 층별로 공동화장실/샤워실이 있습니
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 아파트에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④ 교통편 

▶ 선교사대회와 MK대회는 2016년 6월 3일(금) 오후 5시에 시작되며, KWMC 대회는 6월 6일(월) 오후 5시에 시작되오니 여행일정을 
짜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편으로 오는 참가자들(선교사, 일반) 중 픽업이 필요하신 반드시 항공편이 확정되는 대로 도착/출발일정, 항공사, 공항을 대회본부
로 연락해 주셔야 셔틀버스운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KWMC2016 /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전화 516-277-2081, 2082 / 팩스 516-686-6128 / Email kwmc@kwmc.com / 웹사이트 www.kwmc.com 
신청용지는 복사하셔서 쓰셔도 무방하며 웹페이지에서 등록하시거나 등록용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wmc.com/
mailto:kwmc@kwmc.com
http://www.kwm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