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장로교 청소년 트리에니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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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 하나되어,  
그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보고,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2022년 7월입니다.  
젊은 장로교인들이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모일 이 장소에서  
우리는 정의, 용기, 연결, 비전이 서로 만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장로교 청소년 트리에니엄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I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만날 것입니다. I 우리는 모두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행사 개요

등록 안내
등록은 2022년 2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트리에니엄 참석자들은 "대표단"(일반적으로 교회, 노회, 위원회, 코커스 또는 특별 그
룹)의 일부로 행사에 참석합니다. 각 대표단의 등록은 등록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대표단, 등록 
기관 및 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내 등록기관의 애널리제 브라운 analise.brown@pcusa.org  
또는  502-537-1407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이벤트 일정, 리더십, PYT-Beyond, 그래픽 등에 
대한 정보는 2021년 초가을부터 이벤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소년 참가자 $515.00, 어른 참가자 $535.00 행사진행요원 (대학생 나이) 

$535.00 (숙소는 트리에니엄측에서 담당)  
참관인/손님: $535.00

날짜: 2022년 7월 24-27일

장소: 인디애나 컨벤션 센터,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숙소: 트리에니엄 호텔은 인디애나 컨벤션 센터와 인접해 있습니다.* 

*모든 숙소는 호텔에 있습니다. 트리에니엄 지정 호텔이 있습니다. 숙소 예약은 행사 예약 이
후에 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신입생부터 졸업한 시니어까지를 위한 것입니다. 

**트리에니엄 호텔 가격(모든 호텔 가격)은  
$149.00+세금+서비스 요금 (객실당 1박 기준)  
호텔의 트리에니엄 구역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숙박비는 행사 등록비와 별도이며 호텔 예약은 행사  
등록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대표단 등록 담당자는 행사  
대표단을 등록한 후 호텔을 예약합니다. 이는  
"Visit Indy Housing”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트리에니엄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PresbyterianYouthTriennium.org 
에서 얻으십시오.

굶주리실 때 당신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당신을 뵈었나이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