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AM-AIIM

Eagle Restore Counseling School
독수리 회복학교 입학안내
독수리회복 학교는 Youth With A Mission 의 기초상담사역학교(Foundations for Counseling
Ministry)와 중독상담학교(Addictive Behavior Counseling School)의 강의와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상담사역학교와 중독상담학교는 Youth With A Mission 의 University of the
Nations (열방대학)의 상담보건단과대학의 중심 되는 두 학교입니다.
독수리 회복학교 (Eagle Restore Counseling School) 훈련 내용
 관계 안에서의 소속감
서로 연약함을 받음으로 두려움 대신에 사랑의 유대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봐 주는 기쁨의 관계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해준다.
 회복과 성숙
감사를 통한 기쁨과 평강의 삶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갈 때에!
강의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Open Heart & Bonding, 적극적 경청, 내재아, 부모역할전도, 맹세, 성 학대와 회복, Joy plumb line
임마누엘 저널링, 가족 체계, 성숙과 회복, Addiction, Immanuel Process….
1. 학교안내
* 시간: 9 월 17 일(일) – 11 월 20 일(월) 매주 일/월 (일 6-10pm, 월 7-10pm)
* 장소: 벨뷰 사랑의 교회 비젼센터
13222 SE 30th St, Bellevue, WA 98005
2. 신청
* 대상 : EDTS 졸업생
* 모집 절차 : 서류전형과 면접
* 훈련비 : $500.00
3. 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는 각 교회 별 담당간사나 베이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배부합니다.
* 지원서 제출 : 각 교회 별 담당간사 또는 YWAM-AIIM (ERCS)
10211 Bollenbaugh Hill Rd, Monroe, WA 98272
(문의:YWAM-AIIM 사무실 360-794-6043, 425-350-6123)
4. 면접 및 합격 통보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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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작성을 위한 안내서
독수리회복학교(Eagle Restore Counseling School)

*
아래 조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서류와 완전히 작성되어 제출된 지원서는 여러분의 입학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지원서와 모든 질문은 구체적으로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만일 주어진 질문이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어진 빈 칸에 “관계없음” 이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

* 제출서류
가. 지원서 1 부
나. 추천서 1 부: 소속교회 담임목사, EDTS 간사,
다. 서약서 1 부
라. 지원자 질문서: 아래 질문사항들을 읽어본 후 솔직하고 정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A4 용지에 기록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1. 독수리 회복학교(ERCS)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나 이유를 쓰십시오.
2. 어떠한 상담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3. 이 학교를 지원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4. 자신이 성장한 가정 배경에 대해 간략히 써 주세요. 부모님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예를
들어 대화 정도,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의 정도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 360-794-6043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추천서 보낼 주소: EDTS 담당간사, 또는
YWAM-AIIM (ERCS) 10211 Bollenbaugh Hill Rd, Monroe, WA 9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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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회복학교 서약서
Eagle Restore Counseling School

1. 본인은 YWAM-AIIM(안디옥 선교훈련원)에서 실시하는 독수리 회복학교 (Eagle Restore
Counseling School)의 입학이 허락 될 경우 훈련비 전액을 납기기한 내 (9 월말) 완불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학교의 책임자와 상의한 후, 약속한 방법대로 학비를 완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훈련 동안에 필요한 모든 개인적인 비용과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손상, 피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훈련기간 동안 발생한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해
학교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인은 독수리 회복학교 (Eagle Restore Counseling School) 전 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4. 만약, 독수리 회복학교 (Eagle Restore Counseling School) 입학이 허락될 경우 본인은
훈련학교의 모든 일정과 제반 규칙을 전적으로 준수하여 위반 시에는 학교 측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독수리 회복학교 (Eagle Restore Counseling School)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의 모든 부분을 사실대로 기록했음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 (월)___(일)____________ (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시편 9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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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회복학교 지원서
Eagle Restore Counseling School

*지원학교명 : ERCS 북쪽 □

ERCS 남쪽반 □

사진

입학년도 ____________________

여권 사진크기

*개인소개: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여권상)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년월일 ____________년__________월_________일
현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핸드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적: 한국시민권 / 미국시민권 / 미국영주권 / 그외________________
*비상연락처:
성명 ____________________ 관계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
소속 교회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사님 성명_________________ 출석기간_______
교회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
*결혼상태

□ 미혼 □ 결혼

□ 이혼

□ 별거

*배우자성명__________________출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결혼년월일__________________
*국적____________________ 배우자 동참여부 □ 예 □ 아니오
*YWAM-AIIM 활동사항: EDTS (____________년) / ESBS (______________년)
그 외 학교나 활동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배우자 외 직계가족 사항:
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4

종교

교회직분

학력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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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회복학교 추천서
Eagle Restore Counselin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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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입학 년도
지원날짜

독수리회복학교(ERCS)

*지원자와의 관계: [ ] 담임목사 [ ] EDTS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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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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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이해함

[ ]보통

[ ]느림

노력, 근면

[ ]매우 열심

[ ]보통

[ ]지속성 부족

신뢰성

[ ]책임을 짐

[ ]보통

[ ]책임소홀

협동성

[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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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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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는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직장 상사와 가정권위자는 해당 없슴)
2.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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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지원자에 대해 언급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을) __________ 년 동안 알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자가
금번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천합니다.

추천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한글/영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자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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