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북부지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건강한 영성적 삶을 위한” 성장세미나 참가 안내
일
장

시 : 2019년 2월17일 주일 오후 2:00(주일미사 있음) - 2월18일 월요일 오후 7:00 (1박 2일)
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174 Filors Lane., Stony Point, New York 10980 Tel: 845-947-2200
2월17일 시작 모임장소는 락클랜드 성당의 이태석 신부 기념관입니다.
지 도 단 : 봉사회 지도신부 및 사제단, Dr. Christina Kim, PhD, 봉사팀
인
원 : 50명
신청마감 : 2019년 2월4일 월요일
참 가 비 : $180.00
참가대상 : 건강한 영성적 삶을 생활하고 싶은 모든 분들
준 비 물 : 성경, 묵주, 필기도구, 기도서 등
신청방법 : 각 본당 기도회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금 100불(Payable to:
CRSCNE) 동봉하여 우송하여 주십시오. 2월6일 (화요일) 이후 참가 취소는 신청금이 환불되
지 않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CRSC-NE, 120 W. Palisades Blvd. #2Fl, Palisades Park,
NJ 07650, Tel : 201-947-4717), 사무장 이데레사 자매.

자르세요

미동북부지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건강한 영성적 삶을 위한” 성장세미나 참가 신청서
본당 :

신청비 : 100불 (

성명 :

세례명 :

주소 :(City)

(State)

전화 : (집)

(work)

)

(Zip)

나이 :30대(
예(

잔액 :80불 (

(Cell)

E-Mail :
현재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

) 몇 년 (

년)

아니오 (

),40대( ),50대( ),60대( ),70대( )
)

상기와 같이 건강한 영성적 삶을 위한 성장세미나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신청인 서명 :
기도회장 서명 :
본당신부 확인 :

일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CRSC-NE) www.crscne.org
Charismatic Renewal Service Committee of North Eas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120 W. Palisades Blvd. #2Fl,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7-4717, e-mail: crscne92@gmail.com
NE-LT-18037
Dec. 09, 2018
수신 : 본당 신부님
참조 : 각 본당 기도회장 및 봉사회 임원
제목 : 2019 건강한 영성적 삶을 위한 성장세미나

†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마태 9,29)

공경하올 신부님,
하느님 나라 건설과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
이 함께 하시어 모든 일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봉사회가 새로이 “건강한 영성적 삶을 위한” 성장세미나를 하고자 합니
다. 새롭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함께 기도하며 공부하는 세미나를 계획하고 별첨과 같이 개최
합니다.
2019년 “건강한 영성적 삶을 위한” 성장 세미나에 신부님 본당의 가족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
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참석을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성령쇄신 봉사회를 아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신부님과 공동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
며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느님 사랑의 손길이 늘 신부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
다.

소귀경(로즈마리)
미동북부지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장

백운택 (아오스딩) 신부
미동북부지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지도신부

별첨 : 1. 건강한 영성적 삶을 위한 성장세미나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