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R O S S  M I S S I O N  9 박 1 0 일영국비전트립                   

             
A-Rated Sponsor 
 
Cross Mission: A 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zation, Registered Charity in England & Wales, Charity No: 1172033,  
Registered office: Cross Mission, Ringland Presbyterian Church, 5 Beatty Road, Newport, NP19 9GG 

 

          C M  비전트립  일정표  

요   일                      도시 및 일정 

월요일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 및 숙소로 이동 

화요일 브리스톨: 죠지 뮬러 박물관,  

요한 웨슬리 교회, 죠지 휫필드 사역지 

수요일 캠브리지: 수 많은 개혁자들과 순교자들을 배출한 

청교도들의 산실인 대학 도시 

목요일 옥스포드: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을 화형시킨 도시이면서 

동시에 요한 웨슬레와 죠지 휫필드를 배출한 대학 도시 

금요일 런던: 성경의 역사를 간직한 대영 박물관, 빅벤, 벙킹험 

궁전,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선택 

사항: 오페라의 유령 관람- 추가비용: £50 ±) 

토요일 웨일즈: 스완지와 카디프 

1904년 웨일즈의 대부흥의 현장 방문 

주  일 Cross Mission 교회 그리고 영국 현지 교회에서 예배 

월요일 런던: 시내 관광과 탬즈강 유람선 

화요일 웨일즈: 아버가버니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교회, 18 세기 웨일즈 대 부흥의 

주역 하월 해리스 박물관 방문 

수요일 집으로 ~ 

 

일인당 비용: £1,500 (현재 환율로 약 225만원) 

                    식비, 숙박비, 교통비, 모든 것을 포함한 비용 

+ 항공료(월요일 오후에 런던에 도착하는 것으로 각자 구입) 

+ 각자 쇼핑할 여비.  

 

- 계약금: 숙소 등 예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200 송금 

- 잔금: £1,300는 출국 일주일 전에 송금 

- 취소 시: 숙소 등 예약한 것과 행정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반환.  

 

Cross Mission Vision Trip 입금 계좌  

은행명: Barclays     예금주: Cross Mission  

Sort Code: 20-60-58 

Account No: 33677273 

 

           목적  

청교도의 나라 영국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순교자들과 

복음전도자들이 사역했던 부흥의 

현장을 방문하고 영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  

 

메일: crossmissionjesus@gmail.com 

홈피: www.crossmission.net 

최일호 선교사: 영국 44 (0)7944 603027 

                        카톡아이디: CrossMission 

이중환 선교사: 영국 44 (0)7546 920202 

                         카톡아이디: fistis61 

 

CM 비전트립 일정 

 

1. 2018년 4월 23일(월) - 

              5월 2일(수)  

모집인원: 30명 (2월말 마감) 

 

2. 2018년 6월 18(월) – 27(수) 

모집인원: 30명 (4월말 마감) 

 

3. 2018년 9월 3(월) – 12(수) 

모집인원: 30명 (6월말 마감) 

 

 

http://www.crossmissi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