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행위원회 

President 회장/ 이용연 목사 

<yongyeunlee@gmail.com> 

Vice President 부회장/ 박영미 목사 

<Constance.Pak@nyac-umc.com> 

Executive Director  총무/ 강혜경 목사 

(여성목회자 대표) 

<revkang2008@gmail.com> 

Executive Director  총무/ 장재웅 목사 

(한인교회 대표) 

<enochjwchang@gmail.com> 

Executive Director  총무/ 이원택 목사 

(타인종 목회자 대표) 

<wontack.lee@nyac-umc.com> 

Treasurer 회계/ 김남석 목사 

<nykns1004@gmail.com> 

Secretary 서기/ 전영철 목사 

<youngcjun@gmail.com> 

Resource Person  협력위원/ 장학순 목사 

pchang@gbgm-umc.org  
 

  지역별 혐동회장 

북부 코커스/ 강태성 목사 

뉴욕 코커스/ 조건삼 목사 

뉴저지 코커스/ 김일영 목사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코커스/ 조병우 목사 

워싱톤 DC 코커스/ 신요섭 목사 

피츠버그 코커스/ 한덕희 목사 

북부 뉴욕 코커스/ 양현주 목사 

 
 

  감사 

이재준 목사 / 양재서 목사 

 

  자문위원 

역대회장 

 

 

 

수   신: 담임목사 

발신일: 2017 년 3 월 06 일 

제   목: 2017 년 목회자 가족 여름 수련회 

 

할렐루야! 

주 안에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동북부 목회자 가족 여름 수련회 소식을 나눕니다.  

올 여름 목회자 가족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숨, 우리의 쉼” 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Vermont 에서 함께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쉼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기간에는 버몬트와 인접한 캐나다의 몬트리올 시 관광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수련회 일정 

기간:  2017 년 7 월 17 일 (월)  - 7 월 20 일 (목)/ 3 박 4 일 

장소:  버먼트 한인 연합감리교회(배상철 목사) 130 Maple St. Essex Junction, VT 05452 

숙소:  The Essex Resort & Spa (https://www.essexresortspa.com) 

강사: 조성호 박사(서울신대 교수, 기독교 리더십/영성신학) 

등록비: 개인 (2 인 1 실) $180 / 가족 $360 / 숙박 안하실 분 $90 

 

등록 안내 

1 차 등록 마감: 4 월 30 일 까지 등록하실 경우. 가정 $360, 개인 $180  

2 차 등록 마감: 5 월 30 일 까지 등록하실 경우, 가정 $400, 개인 $200  

5 월 30 일 이후에 등록하실 경우 가정 $460, 개인 $ 230 입니다.  

 

*단체 관광을 위해 인원수 제한이 필요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선착순 

100 명(자녀포함)으로 마감합니다. 등록시 연합회 서기 전영철 목사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캐나다 몬트리올 관광이 계획되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7 월 15 일을 기준으로 6 개월 

이상 유효한 미국 혹은 한국 여권, 유효한 비자를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국경을 넘기 어려운 분들은 

Vermont 자유관광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해 첨부한 ‘Vermont 자유 관광’과 ‘몬트리올 관광’ 스케줄을 보시고 원하시는 관광에 

체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  

신청서:   Email 로 서기, 전영철 목사 에게 (youngcjun@gmail.com) 

등록금:  회계, 김남석 목사에게 

Rev. Nam Suk Kim(516-504-5621) 

Payable To Order: KCCNEJ / Memo: 목회자 가족 수련회 

Mailing Address: 1300 Jericho Oyster Bay Rd, East Norwich, NY 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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