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형성 아카데미 등록원서

영성형성 아카데미 일정

영성형성 아카데미

이름: (영어)
(한글)

도착하는 날 3월 18일(월)

THE ACADEMY FOR SPIRITUAL FORMATION

성별: 남(

) 여(

)

섬기는 교회:
전화번호:

등록

 5:00 - 5:45

여는예배

 6:00 - 7:00

저녁식사

 7:00 - 8:00

오리엔테이션

 8:00 - 9:00

언약그룹

 9:15

밤기도회

- 9:30

 9:30

Email:

대침묵 (하나님 품 안에서 쉼)

첫날부터 셋째 날 일정 3월18일(화)-21(목)

주소:
등록마감일: 2019년 1월 30일
등록비:
$350 (조기등록) - 11월30일 까지
$375 - 1월30일까지
$650 (부부)
(등록시 완불이 아닐 경우, 100불
Non Refundable Check 를 보내주십시요)

Payable to: NCJ Korean Mission
보내실곳:

 3:00 - 5:00

Rev. Young Tae Lee
220 S. Main St.
Oakfield, WI 53065

참가인원:

44명 선착순 마감
CEU credit 3 Units 수여됨

문의:

문성자 목사 847-668-6035
sungjamoon@gmail.com
이영태 목사 920-392-9888
oakfieldtaborpastor@yahoo.com

P.S: 영성 아카데미를 전후하여 몇일간 여행 일정을
계획 하시려면 이훈경 목사에게 문의를 바랍니다.
P: 224.230.7612

 7:30 - 8:00

아침 기도회

 8:00 - 9:00

아침식사

 9:00 - 10:00

강의 I

 10:00 - 11:00

침묵과 성찰

 11:00 - 11:40

자기성찰의 나눔

 11:40 - 11:55

공동체 시간

 11:55 - 12:00

낮 찬양

 12:00 - 2:00

점심식사와 자유시간

 2:00 - 3:00

강의 II

 3:00 - 4:00

침묵과 성찰

 4:00 - 4:40

자기성찰의 나눔

 4:45 - 5:30

성만찬예배

 5:30 - 6:00

자유시간

 6:00 - 7:00

저녁식사

 7:00 - 8:30

언약그룹

 8:45 - 9:00

밤 기도회/대침묵

 8:45 - 9:30

목요치유예배

출발하는 날 3월 22일(금)
 7:30 - 8:00

아침 기도회

 8:00 - 9:00

아침 식사

 9:00 - 9:30

강의 I

 9:30 - 10:00

강의 II

 10:00 - 10:30

자기성찰의 나눔

 10:30 - 11:00

자유시간

 11:00 - 12:00

닫는예배

을
때
GOING THROUGH THE DESERT
2019년 3월 18일(월) – 22일(금)
Redemtorist Renewal Center
7101 W. Picture Rocks Road
Tucson, AZ 85743

팀리더: 문성자 목사

이훈경 목사

환대: 이경자 사모

감리교 신학대학과 동 대학원 졸업

예배: 유미숙 목사

Drew 신학대학 M.Div

언약그룹: 이영태 목사

New York 신학대학 D.Min
Academy for Spiritual Formation 33기 수료
남부뉴져지 연합감리교회와 체리힐
제일교회,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섬기고 한국과 미국에서
43년 목회를 은퇴 하고 지금은
중북부 한인 선교구 선교감리사로
섬기고 있다.

5일 영성 아카데미는


기도와 배움, 예배와 친교를 통해 영적성숙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깊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 하며
자기 내면을 보게합니다.



아침기도 낮기도, 성찬예배, 밤기도를
통해 영적인 리듬을 회복합니다.



쉼과 치유를 통해 영혼의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정희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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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2004-2012)
섬기었으며, 현재는 위스콘신 연회
감독으로 사역하고 있다.

주관: 영성 형성 아카데미/Upper Room
Upperroom.org
주최: 중북부 한인 선교구
후원: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연합감리교 총회고등교육국(GBHEM)
중북부 한인코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