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 성경연구 학교 입학안내
YWAM-AIIM ESBS
독수리성경학교는 귀납적 성경 연구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성경을 반복해서 인내하며 탐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묵상하며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씀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반복되고 있는 것, 서로 연관된 것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관찰한 내용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에 비추어, 저자가 처음 성경의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했는지, 또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늘날을 사는 나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지를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를 결단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한다.
1. 학교안내
* 1 차 : 2017 년 7 월 6 일 - 9 월 16 일 (11 주)
* 2 차 : 2017 년 9 월 27 일 – 12 월 15 일(11 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강의와 그룹공부시간
목요일 7:00 PM-10:00 PM / 금요일 7:00 PM-10 PM / 토요일 9:00 AM-12:00 PM
장소 : 시애틀 영락교회(22800 56th Avenue West Mountlake Terrace, WA, 98043-3922)
2. 신청
* 대상 : DTS 및 EDTS 졸업자,
* 모집 절차 : 서류전형과 면접
* 훈련비 : $500(3 개월씩)
3. 원서 교부 및 접수 :
* 원서 교부및 접수:AIIM 사무실
* 원서 접수비는 $40(제출된 서류와 반환되지 않습니다. (Payable to: YWAM-AIIM)
* 지원서,추천서 보낼 주소: YWAM-AIIM ESBS Admissions
10211 Bollenbaugh Hill Rd, Monroe, WA 98272
4.제출서류
* 지원서 1 부
* 추천서 1 부 - 소속교회 담임목사
* 서약서 1 부
* 자기 소개서 1 부 (아래 질문 사항들을 읽어본 후 솔직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기록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지원서, 추천서 보낼 주소: YWAM-AIIM,
ESBS Admissions
10211 Bollenbaugh Hill Rd
Monroe, WA 98272
5. 면접 및 합격 통보
* 면접 시간 개별 통보
*연락처 : 360-794-6043, 425-350-6123/fax 360-794-1997
*이메일: jakejeong01@gmail.com
*홈페이지 : www.ywam-aiim.org
http://kr.blog.yahoo.com/eagle_dts

독수리 성경연구학교 지원자 질문서
Eagle School of Biblical Studies

1. 당신의 현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2. ESBS 에 지원동기와 ESBS 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당신이 주님 안에서 발전시키고 싶은 성품, 그리고 훈련학교 기간 중에 변화받기 원하는 옛
습관과 성품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쓰십시오.

4. 삶이나 사역에서 성취하기 원하는 목표나 비전은 무엇이며 ESBS 가 그런 것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거나 또한 인도하고 계시는 특별한 부분의 사역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6. 당신의 삶을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당신의 재능, 특기, 능력에 대해 쓰십시오.

8. 가족 안에서 본인의 위치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자세히 쓰십시오.

9. 훈련학교 지원에 대한 부모님(가족 권위자)의 반응을 쓰십시오.

10. 교회봉사 경험과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를 쓰십시오.

11. 초교파 선교단체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적고, 혹 선교단체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으면
선교단체 이름과 활동내용에 대해 쓰십시오.

12. 현재까지 단기 및 장기(2 년 이상) 선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은 사역지역, 기간, 내용을
간략히 쓰십시오.

독수리성경연구학교 서약서
Eagle School of Biblical Studies

1. 본인은 YWAM-AIIM (안디옥선교훈련원)에서 실시하는 독수리성경연구학교의 입학이 허락
될 경우 훈련비 전액을 완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훈련(강의 및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개인적인 비용과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손상, 피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훈련기간(전도여행포함)동안 발생한 불의의 사고 (부상, 사망 등) 및 질병에 대해 학교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인은 독수리 성경연구학교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의 모든 부분을
사실대로 기록했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독수리 성경연구학교 전 과정(강의, 전도여행)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정서
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5. 만약, 독수리 성경연구학교에 입학이 허락될 경우 본인은 훈련학교의 모든 일정과 제반
규칙을 전적으로 준수하여 위반 시에는 학교 측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자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그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 찌라도 변치 아니하며….” (시 15:1, 4 중)

독수리성경연구학교 지원서
Eagle School of Biblical Studies

사진
여권사진크기

*

지원학교명 : ESBS Seattle (

)
입학년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핸드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연락처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및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 교회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임목사님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소개
출생년월일 (양.음)
년

월

일

*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
* 결혼상태

*미혼

*결혼

* 배우자성명
* 배우자의 동참여부

성별
남

여

수료 _______________________년_________기
*이혼
출생년월일

*예

츌생지(시/국가)

*아니오

*별거
결혼년월일

국적

추

천

서

Eagle School of Biblical Studies

이 추천서를 써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쓰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써
주십시오. (추천자는 추천서를 기재 후 봉하셔서 사무실로 직접 보내주십시오)

*지원자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

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학교

입학년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자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 ] 아주 잘 안다

[ ]잘 안다

[ ] 보통이다

알아온 기간___________개월/년

*아래 사항 중 합당한 곳에 O 표시하여 주십시오.
우

수

보통이상

보

통

보통이하

열

등

솔선수범
사회적응성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교과 수행 능력
지도력
결단력
정서적 안정감
건강
첫인상
(의견)
지적능력

[ ]빨리 이해함

[ ]보통

[ ]느림

노력, 근면

[ ]매우 열심

[ ]보통

[ ]지속성 부족

신뢰성

[ ]책임을 짐

[ ]보통

[ ]책임소홀

협동성

[ ]사람들과 잘 일함 [ ]보통

[ ]단체행동을 피함

융통성

[ ]변화 받도록 노력 [ ]보통

[ ]완고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

[ ]균형이 잘 잡힘

[ ]보통

[ ]불안정

성격

[ ]유쾌, 발랄

[ ]보통

[ ]소극적

시간엄수

[ ]정확

[ ]보통

[ ]가끔 늦음

재정상의 책임

[ ]책임을 짐

[ ]보통

[ ]소홀함

1. 지원자는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직장 상사와 가정권위자는 해당 없음)
2.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까?[ ]예

[ ] 아니오

(“아니오” 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지원자는 단체, 인종, 국적에 대해 편견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 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지원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도는?

[ ] 헌신적인 사람 [ ]보통

[ ]적당히

(설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당신의 생각으로, 지원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을 설명하신다면?
[ ] 성숙

[ ] 꾸준한 성장

[ ]지나치게 감정적

[ ]깊이가 없음

(설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지원자의 가정환경을 아신다면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그 밖에 지원자에 대해 언급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을) __________ 년 동안 알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자가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천합니다.

추천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한글/영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