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탐사여행 참가자 모집 안내
박창성 목사와 함께하는

그랜드캐년 창조과학 탐사여행
창조과학 전문사역자인 박창성 목사가 인도하는 탐사여행은 일반 관광여행보
다 훨씬 재미있고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감동을 주는 여행입니다. 과학, 역사와 관
계된 유익한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으며, 특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학교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가르쳐온 지구의 역사와
는 달리, 창조와 노아의 홍수의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해석을 함
으로써 의심받고 있는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랜드캐년을 비롯한 브라이스, 자이언 캐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로서, 노아홍수의 흔적이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와 노아홍수의 증거들을 목격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행 기간 : 2015년 7월 6일 (월) 아침 9시 ~ 9일 (목) 오후 5시 (3박4일)
여행지 : 미국의 3대 국립공원-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과 인디언
유적지, Powell 호수, Glen Canyon Dam, 등
도착, 출발 장소 : 캘리포니아 LA 공항 부근 호텔
※모든 참가자들이 LA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Las
Vegas 으로 오시는 것이 편리한 분은Las Vegas 에서 합류하여, 여행을
마치고 Las Vegas 공항으로 직접가실 수도 있습니다.
참가 자격: 평신도, 목회자, 사역자, 학생, 누구나 신청가능
※ 단, 미취학 어린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행 비용 : * 5월 31일까지 등록: 1인당 $490 (한화 58만 8천원)
부모와 같은방 사용하는 자녀 $410 (49만 2천원)
* 6월 1일 이후 등록: 1인당 $510 (한화 61만 2천원),
부모와 같은방 사용하는 자녀 $430 (한화 51만 6천원)

※ 2인 1실 기준-2 Beds, 고급 관광버스, 호텔(3박), 식사(10식), 공원 입장
료, 운전기사 팁, 식당 팁, 세금, 음료수, 교재, 강사비, 등의 비용이 모
두 포함되어 있음. (**포함되지 않은 비용 - 호텔 팁, 미국행 비행기표)
※ 위 비용은 환율, 물가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 약 50명 선착순 마감
여행 문의 연락처: 세계창조선교회(WCM)
전화: (미국)503-330-2981, (한국)010-9985-0532
이메일: info@wcmweb.org
홈페이지: www.wcmweb.org
참가 신청 방법:
▪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참가신청서와 참가비를 아래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수표 발행 (make check to): 세계창조선교회(WCM)
수표 보내실 주소: 15010 SW Kingbird Dr. Beaverton, OR 97007
▪ 한국에서 오시는 분: 이메일 info@wcmweb.org 혹은, 전화 010-9985-0532
로 참가신청을 하신 후, 참가비를 아래 은행구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은행: 국민은행(KB)
예금주: Park Chang Sung

계좌번호: 429502-01-234270

그랜드캐년 창조과학 탐사여행 일정
(7. 6, 월-첫째날)

· (아침 8시 30분) Los Angeles 공항부근 호텔에서 집결
Ramada 호텔주소: 5250 W. El Segundo Blvd.
호텔전화: 310-536-9800

Hawthorne, CA 90250

· (아침 9시 정각) 그랜드캐년으로 출발
· 라스베가스 경유
· 아리조나주 Williams 도착
(7. 7, 화-둘째날)

·
·
·
·

인디언 유적지
그랜드캐년 탐사,
글렌캐년 댐, 파웰 호수
Kanab 도착

(7. 8, 수-셋째날)

·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탐사
· Las Vegas 도착

(7. 9, 목-넷째날)

· Los Angeles 로 출발

※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로 가실 분은 호텔에서 Las Vegas 공항으로 직접
출발(Las Vegas에서 출발하는 낮 12시 이후의 비행기 표를 구입하십시오)
· Los Angeles 공항 부근 Ramada 호텔 도착

· (저녁 5시) 여행 마치고 귀가
※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로 가실 분은 저녁 7시 이후의 비행
기 표를 구입하십시오)
※ 위 여행 일정은 현지 사정, 날씨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버스와 호텔에서 수시로 창조과학 설명, 강의가 진행됩니다.

탐사여행 인도자 (박창성 목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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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겸임교수
Western Seminary 선교학 박사
Western Seminary 전문 목회학 석사 (선교, 교육)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ICR) 졸업 (지질학 전공, 과학교육학 석사)
서울대 지구과학과 졸업
세계 창조선교회(WCM) 회장
한국 창조과학회 명예이사,
한국 교과서 진화론 개정추진 연구소 학술위원
CBS, CTS TV 특강 강사

창조과학 탐사여행 참가신청서
그랜드, 자이언, 브라이스캐년,

2015 년 7 월 6~9 일 (월~목), 3 박 4 일

참가자 성명: 1.(한글)________________(영문)________________(가족관계) 본인
2.(한글)________________(영문)________________(가족관계)____
3.(한글)________________(영문)________________(가족관계)____
* 5 월 31 일까지 등록: 1 인당 $490, 부모와 같은방 사용하는 자녀 $410
* 6 월 1 일 이후 등록: 1 인당 $510, 부모와 같은방 사용하는 자녀 $430

주 소:(Street)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____________(Zip)___________
휴대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섬기는 교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회 직분:_________________
※ 참가신청을 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과 준비물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