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제자훈련반 안내(V.3-1)
1. 제자훈련반의 목적:

a. 이 훈련을 통해 신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마 4:19)
b. 제자의 기본 교리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려 한다(딤후 3:14)
c.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요 15:16)

2. 대상: 본 교회 등록 후에 새가족반을 마친 교우들
3. 기간: 3/7/21(주일)- 5/30/21(주일) 총 13주(수료식 포함)
4. 시간/장소: 주일 오후 3:00-4:15 온라인(Zoom)
5. 교재: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공부(두란노 서원): 교회에서 구입가능($10)
6. 과제:

a. 매주: 성구암송, 큐티노트, 주일설교요약, 교재에 나오는 성구 써오기(60%이상)
b. 주 4회: 줌 새벽기도 출석(권면사항)
c. 1회:구원간증문, 전도보고서,독후감, 소감문 등.

7. 독후감 위한 추천도서: 아래 세 권중 한권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1-2page).
a.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두란노 서원
b. 제자도, 데이빗 왓슨, 두란노
c. 제자도의 본질, 플로이드 맥클랑, 토기장이

8. 수료기준: 출석  9회(총 13회중에) 이상, 암송시험: 60점이상, 과제제출: 60%이상.
9. 섬기는 이

a. 강사: 김영련 목사(408-483-8925, youngkim91@gmail.com)
b. 부장: 임사무엘 집사(부장, 408-992-1918, samuel00.lim@gmail.com):행정, 숙제
점검 담당

c. 간사: 이정호 간사(408-483-4711, onnuriadmin@gmail.com): 출석 체크 담당)
d. 반장: 강석찬 집사(408-747-9625), 부반장: 이인경집사(650-656-6458)

교육 일정
주 날짜 제목 암송말씀 과제

1 3/7 오리엔테이션,
큐티에 대하여

갈 2:20, 요 15:5, 막
1:35

큐티노트,
주일설교노트

2 3/14 구원의 확신 요한 5:24, 요일 5:13 구원간증문

3 3/21 하나님의 속성 대상 29:11, 시편 35:
5-6

4 3/28 성경 딤후 3:16, 벧전 2:2 성경이름암송

5 4/4 기도 요 15: 7, 빌 4: 6-7 새벽기도

6 4/11 교제 롬 12: 4-5, 요13: 34-35

7 4/18 전도 롬 1:16, 벧전 3:15 전도실습

8 4/25 성령충만한 삶 엡 5:18, 갈 5:22-23 독후감

9 5/2 시험을 이기는 삶 고전 10:13, 약 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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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9 순종하는 삶 롬 12: 1, 눅 9:23

11 5/16 사역하는 삶 벧전 2:9, 고전 3:9

12 5/23 시험, 은사발견테스트 키그림, 암송 소감문

13 5/30 수료식, 간증나눔

---------------------------------------------------------------------------------------

2021년 제자훈련반 신청서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상과 같이 제자 훈련반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신청인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천인/중보기도자(optional):________________________ 일시:_______________________

(추천인은 훈련기간 중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목자 혹은 교인중)

문의 및 신청방법:

1. 바로가기: 양육신청서 - San Jose Onnuri Church (onnurisj.org)

2. 아래 분들을 통해서

a. 이정호 간사: onnuriadmin@gmail.com

b. 임사무엘 부장: samuel00.lim@gmail.com

c. 김영련 목사: youngkim91@gmail.com

d. 김성아 사모: sakim5791@gmail.com

3. 신청 마감일: 3월 7일 주일

4. 교재 구입: 교회 사무실에 $10 현금/체크 가지고 오시면 구입 가능(이정호 간사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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