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록   비: 목사:$300  사모:$250                                  
등록 마감일: 2015년 6월 30일   
                                                                

Payable to : NCJ Korean Mission

체크 보내실 곳:
                    Rev. SungJa Lee Moon
                    115 West Lincoln Ave., 
                    Barrington IL 60010

참가인원 제한 (선착순 마감)
                효과적인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분에 한하여 
               3 CEU(연장교육)가 수여됩니다.

Commute (통근)은 불가합니다.

문       의: 이훈경목사 224-230-7612  
               hoonlee722@gmail.com 
               문성자 목사 847-668-6035                 
               sungjamoon@gmail.com                                                   

이          름:  (영어)

                   (한글)

성          별:  남          여

섬기는 교회: 

전 화  번 호:                                                         

이   메    일: 

주          소:

The Academy for Spiritual Formation
도착하는 날  11월 9일 (월)

  3:00              
  4:45  -   5:30            
  5:30  -   6:30 
  6:30  -   7:30 
  7:30  -   9:00 
  9:15  -   9:30 
  9:30                   

첫날부터 셋째 날 일정 11월10일(화)-12(목)

7:30  -  8:00  
8:00  -  9:00 
9:00  -  10:00 

10:00  -  11:00 
11:00  -  11:40 
11:40  -  11:55 
11:55  -  12:00  
12:00  -  2:00  
2:00  -  3:00 
3:00  -  4:00 
4:00  -  4:40 
4:45  -  5:30 
5:30  -  7:30  
7:30  -   9:00  
9:15  -   9:30  

  9:30               

목요일 저녁일정

  7:00  -   8:00  
  8:15  -   9:30   
  9:30 

출발하는 날 11월 13일(금)

7:30  -  8:00  
8:00  -  8:45  
8:45  -  9:45  
9:45  -  10:00  

10:00  -  11:00  
11:00  -  12:00  

등록
여는예배                
저녁식사
오리엔테이션
언약그룹
밤기도회
대침묵 (하나님 품 안에서 쉼)

아침 기도회
아침식사
강의I
침묵과 성찰
자기성찰의 나눔
공동체 시간
낮 예배
점심식사와 자유시간
강의 II
침묵과 성찰                       
자기성찰의 나눔                        
성만찬예배
저녁식사와 자유시간
언약그룹
밤 기도회
대침묵

언약그룹
치유예배 
대침묵

아침 기도회
아침 식사
강의 I
휴식
강의II
닫는예배

영성형성아카데미 등록원서

2015년 11월 9일 (월) - 13일 (금)
Siena Retreat Center    

5637 Erie Street Racine, WI 53402 
www.SienaRetreatCenter.org

영성형성 아카데미

광야에서 나를 찾다
Journey in the  Wilderness

영성형성 아카데미 일정



정희수 감독

저서/  홀연히 어둠이 닥칠 때 잠잠하라 
편저/  성서 속의 상징
역서/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요한 클리마쿠스 *사도 선다싱전집
            *영성형성을 위한 거룩한 독서
            *기도의 길(The Way of Prayer) *은혜의 길(The Way of Grace)
            *소그룹 영성형성 훈련(Companions in Christ) 등 다수

기도와 배움, 예배와 친교를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합니다.

깊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기 내면을 보게 합니다.

아침기도, 낮기도, 성찬예배, 밤기도를 통해 
영적인 리듬을 회복합니다. 

치유와 쉼, 그리고 회복과 재충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팀  리 더: 이훈경 목사 (NCJ 선교감리사)                                                                                                   

신      학: 문성자 목사 (Salem UMC)                                                                                        

환      대: 이경자 사모

예      배: 유미숙 목사 (Barrington UMC) 

언약그룹: 이영태 목사 (Orland Park FKUMC)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요나에게 박넝쿨로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갈릴리 해변서 
실의에 찬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은혜!
가슴을 두근두근케 하는  그 은혜를 
미시간 호숫가에서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리더십팀 드립니다.  

여러분을 영성형성아카데미에 
초청합니다.

5일 영성형성아카데미는…

주  관: 영성형성아카데미/다락방 선교

주  최: 중북부 한인 선교구

후  원: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연합감리교 총회고등교육국(GBHEM)

          중북부 한인코커스

경북 안동출생
고려대 졸업, 화학공학 전공
KIST 연구원
2 Year Academy for Spiritual Formation
현 주님의 교회 협동장로
현 은성출판사 대표(1975~)
현 영성형성아카데미(2008~)

최대형 장로

정희수 감독은 감리교신학대학 졸업, 

위스콘신대학교(철학박사)에서 수학하고, 지금까지 

위스콘신 연회 감리사와 강남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로 섬겼고, 위스콘신과 캘리포니아, 

텍사스주에서 한인교회와 미국인 회중 교회를 

섬겼다. 2004년 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임되어 

북일노이 시카고 연회를(2004-2012) 섬기었으며, 

현재는 위스콘신 연회 감독으로 사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