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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제 21 회 미주 지도자 대회 참가자들에게 

안녕하세요? 나는 여러분을 제 21 회 미주 지도자 대회를 인도할 고어헤드선교회의 회장 

이상조목사입니다 

잘 지냈지요?  

반갑습니다. 이제 만날 수 있는 날이 다가오는데 꼭 건강을 잘 지켜서 올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두 함께 하는 학생은 10 명 그리고 인솔자 

1 명입니다. 

카톡 단체방에 보내드린 항공권을 보시고, 공항에서 각자 참고로 나누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입국 수속을 해야 하는 입국수속허락서(ESTA)는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는 02 월 07 일(목요일) 인천공항 1 번 터미널 유나이티드항공 수속대까지 오후 

2:00PM 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모이면 수속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공항에서 

하고 출발할 텐데 비행기는 오후 5 시 10 분 정도에 탑승을 하면 오후 6 시에 출발을 

해서 같은 날 미국 센프란시스코 공항에 현지시간으로 오전 11 시 25 분에 도착을 하게 

되고 도착하면 입국수속을 하고 바로 뉴욕 뉴왁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갈아 타고 

오후 1 시에 출발해서 뉴왁공항에 같은 날 오후 9 시 30 분에 도착을 합니다. 

센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마치면 짐을 찾아서 갈아타는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하고 그 짐은 뉴왁공항에 도착해서 찾는 것입니다. 센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갈아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항공 스케줄 티켓을 가지고 같은 항공 United Airline 직원에게 보여 

주고 다음 갈아타는 게이트를 빨리 확인을 하든지 공항 항공 스케줄이 있는 스크린에 

UA2239 를 찾아 그 게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돌아가는 것은 미국에서 18 일(월)에 출국하면 한국에 19 일(화) 오후 4 시 

15 분에 도착합니다 

둘째, 인천공항에서 한국지역 총본부장 홍일권목사님을 만나셔야 하는데 3 층 출국장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UA= UNITED AIRLINE) 앞에서 모여야 합니다(홍일권목사님 

전화번호를 꼭 준비하십시오. 010-2879-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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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하고 인솔자님으로 김균식대표님께서 보호자가 되고 

팀장으로는 최영광(교육대학교 3 학년)이 되어 인솔자님을 돕고, 참가자들을 도와 질서 

있게 지도자 대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여학생들을 

위하여 부팀장으로 김한나(이대 2 학년)이 되어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공항에서 

처음 만날 텐데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어 서로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 

21 회 지도자 대회 웹사이트에서 모두 공개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카톡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올려 서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제 21 회 지도자 대회 카톡방은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싶은 분들을 모두 초청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을 함께 보고, 느끼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간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인솔자를 중심으로 미국 센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받을 때는 가능한 

모두 함께 모여서 받도록 하고 혹시 흩어져서 받을 경우에는 입국수속을 마치고 모두 

짐을 찾는 곳으로 모여 짐을 확인하고 그 짐을 찾아 가까운 곳에 옮겨 놓는 곳이 

있는데 (CONNECTING FLIGHTS 또는 TRANSFER)라고 써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짐을 다시 붙이고 공항에 큰 스크린 화면에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뉴욕(뉴왁공항) 즉 NEW YORK (NEWARK) 이라고 써있는 곳 즉 다음 갈아타는 곳 

게이트(탑승구) 넘버 확인하고 그 앞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기다려 안내에 따라 타면 

됩니다. 잘 모르면 항공사 직원들에게 티켓을 보여 드리고 그분의 안내를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한 두 분에게 더 물어봐서 정확한 게이트(탑승구)를 찾아 미리 

그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참고로 짐은 2 개까지 무료로 부칠 수 있고 간단한 가방은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비행기 안에서도 승무원에게 입국할 

때 쓰는 것이 있으면(세관신고서) 잘 모르는 부분을 써 달라고 해서 모두 같이 쓰면 

되지요. (Would you help me how can I write this form?). 입국 수속할 때 물어 보는데 잘 알아 

듣지 못할 경우에 우리 지도자 대회 스케줄 표를 보여 주면 좋을 것같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거나 혼돈이 될 때는 티켓 뉴욕(뉴왁공항)까지 가는 그 표를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여 주기만 해도 잘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How can we transfer this 

airline to Newark Airport in New Jersey?) 영어를 있는 대로 마음껏 활용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뉴욕(뉴왁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수속 없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짐을 숫자까지 

확인하고 나와야 하는데 짐을 실을 수 있는 카트는 뉴욕 공항에서는 돈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카트를 쓰지 않거나 쓰게 되면 하나에 많은 짐을 실으면 좋겠지요? 돈은 

달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한국 공항에서 바꾸었다가 카트를 뽑는 기계로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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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 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 분에게 돈을 주면 그분이 뽑아주고 거스름돈까지 내어 

줍니다. 

여섯째,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  (1)여권, (2)항공스케줄, (3)미국지도자 대회 

스케줄(목사님 주소와 전화번호 꼭 확인), (4)ESTA 입국 수속 영수증(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5)성경책은 헨드폰 속에 어플이 있으면 되겠죠, (6) 수영복 (7) 실내 스리퍼 

와 기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물건(치솔, 화장픔, 옷은 아주 따뜻하게 입고 올 것, 등) 

모든 소통은 우리 지정 카톡방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날씨는 서울 날씨와 같다고 보면 되지만 목사님의 댁은 많이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어헤드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모든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한국총본부장 홍일권목사님과 고어헤드선교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어헤드 선교회 이상조목사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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