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EAM SCHOOL  
NARD INTERNATIONAL FELLOWSHIP 

다음 세대의 기독교 지도자를 향한 미국, 동부 VISION CAMP 

 

 



 

 

 

 

 

 

 

 
 

 

 

 

 

 

요셉 학당 등록원서 
(DREAM SCHOOL REGISTRATION) 

학생이름 
(Student Name) 

한글(Korean) 
영문(English) 

수업시간 

    

생년월일               /               / 성별(Gender) ㅁM    ㅁF 

주소(Address)   

학교(School)   학년 (Grade)   

보호자 이름(Guardian’s Name) 전화번호☎ 이메일(E-mail) 

부(Father)       

모(Mother)       

비상 연락자

(Emergency) 
      

출석교회(Church)   

특이사항 (학생의 건강상태(알러지외), 캠프측과 담당 선생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적어주세요.) 

  

보험 병원 주치 의사 병원 전화번호 

        

        

준비물 사항 개인별 학업 참고서, 개인별 독서책, 세면도구, 침낭(SLEEPING BAG), 성경책 

• Liabilities Release Confirmation * 

요셉학당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본인 그리고 학부모는 요셉학당이나 교회를 상대로 그 어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Guardian)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ream School / NARD International Fellowship 

등록일:             년       월       일                                                                                  
2019년도 요셉 학당 Dream Academy Summer Program 

  ------------------------------Office Use Only------------------------------                                                   

                                                                  접수자: 

캠프비 $200 (1주) ㅁ CASH 

합계 $800 (4주) ㅁ CHECK(#            Name of Bank:              ) 

기타 (추가) 활동비용 $200 



 

 

  워싱턴 D.C. / Washington D.C.  

Lincoln Memorial, the Capitol, 워싱턴 기념비/Washington Monument, 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and more 

  뉴욕 / New York (Albany, Manhattan, etc.) & 캐나다 Canada (Niagara Falls)  

New York State Museum,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The Wild Center, Howe Caverns,  
Aquarium, and more 

VISIONARY  
LEADERSHIP 

 

(다양한 문화 체험과 활동)  

미국, 동부, IVY 대학, 제계문화 및 예숳 

 

 

1. 요셉학당 원장: 문석호 담임목사(Th.D, D.Min: 신학박사/목회학 박사) 

현)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otte Campus) 교수 

현) KAGLA – (Korean American Global Leadership Alliance) 원장 

현)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 목사 

전) 총신 대학교 교수 및 교무실장 
 

 

2. DIRECTOR(한국): 박상하 목사 (Ph.D: Christian Coaching Leadership) 
현) 하늘정원교회 담임 

현) Para Coaching Christian Leadership Center 대표 

현) 오이코스 코리아(관계전도) 호남지부장 

전) 총신대 및 기타 신학교 제자훈련, 리더십, 영어강사 및 총신세계 태권도 선교회 무술사범 

*연럭처 / E-MAIL: (pshjh907@hanmail.net) / C.P: 010-9006- 2337 

 
 

 

 

 

3. DIRECTOR(미국): 김민식 목사 (M.Div)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M.Div) 졸업 

백석대학 음악학부 관현악 졸업/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 수료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 

현) 뉴욕효신장로교회 교육목사 

현) NARD 선교회 지도목사 

현) 어린이 및 청소년 특별 지도 강사 

*연락처 / E-MAIL: (nixnice@hanmail.net) / C.P: 1-646- 263-4162 



 

 

예일 대학교 

 

 

콜럼비아 대학교 

하버드대학   

 

 

안나산 기도원 (Anna Prayer Counseling) 

7910 Peters Rd. Frederick, MD 21704  

신앙적 가치관에  

따른 삶과  

비젼 세움!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인격  

형성과 교제! 

한국인의 투철한  

자아인식과 함께  

다양한 문화 이해! 

알바니 수련원 (Albany Retreat Center) 

151 Simmons Rd, Altamont, NY 1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