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AM-AIIM (EDTS)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 입학안내
독수리예수제자훈련학교(EDTS)는 15 주의 강의와 2 주의 전도여행 등, 약 20 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훈련과정입니다. EDTS 는 학생들 개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훈련되도록
짜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성품, 개개인의 부르심과 은사들,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등입니다. EDTS 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품을 계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도록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의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삶, 묵상, 예배, 중보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 성령하나님, 십자가,
내적치유, 다림줄,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용서, 관계, 재정, 영적성숙, 영적전쟁, 충성과 위탁, 헌신,
권리포기, 영적권위, 사고방식, 섬김과 다스림, 전도 선교, 그 외…
1. 학교안내
학교
주간학교
3기
북쪽학교
21 기
남쪽학교
13 기

일정
1 월 23 일(월) – 6 월 13 일(화) 매주 월/화
(오전 10:00~오후 1:30),매주 1 회 소그룹
전도여행: 5 월중에 약 2 주
1 월 20 일(금) – 6 월 10 일(토) 매주 금/토
(금 7-10pm, 토 9-1pm),매주 1 회 소그룹
전도여행: 5 월중에 약 2 주
1 월 22 일(일) – 6 월 12 일(월) 매주 일/월
(일 6-10pm, 월 7-10pm),매주 1 회 소그룹
전도여행: 5 월중에 약 2 주

장소
벨뷰사랑의교회(비전센터):
13222 SE 30th St, Bellevue,
WA 98005
씨에틀 한인장로교회:
23601 52nd Ave W, Mountlake
Terrace, WA 98043
페드럴웨이 중앙장로교회:
37505 28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2. 신청
* 대상 :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훈련 받기 원하는 만 18 세 이상의 그리스도인
(모든 강의와 소그룹모임에 참석을 할 수 있으며, 전도여행에 참석할 수 있는 자)
* 모집 절차 : 서류전형과 면접
* 훈련비 : $800 (전도여행비는 별도)
3. 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는 각 교회별 담당간사가 배부합니다.
* 원서 접수비는 훈련비와 별도로 $40 입니다. (Payable to: YWAM-AIIM)
* 제출된 서류와 원서 접수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감: 2017 년 1 월 7 일
* 지원서 제출 :각 교회별 담당간사 또는 YWAM-AIIM EDTS P.O. Box 778, Monroe, WA 98272
(문의:YWAM-AIIM 사무실 360-794-6043, 북쪽학교 / 최재우간사 206-919-7510,
남쪽학교 / 임성철간사 253-778-5967, 주간학교 / 윤상분간사 503-544-7252)
4. 면접 및 합격 통보
* 면접시간: 원서 접수시, 면접시간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 여부 개별 통보

완전한 작성을 위한 안내서
Eagle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

아래 조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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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약서 1 부
라. 지원자 질문서 : 아래 질문사항들을 읽어본 후 솔직하고 정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A4 용지에 기록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EDTS 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나 이유를 쓰십시오.
당신의 구원의 체험과 현재 주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습니까?
현재 주님 안에서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싶은 성품은 무엇입니까?
훈련기간 중에 변화 받기 원하는 옛 습관과 성품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쓰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VISION)
당신의 재능, 특기, 능력에 대해 쓰십시요.
소속교회, 지역교회, 봉사활동, 사역 리더의 경험을 쓰십시오.
예수전도단 또는 타 선교단체, 개인사업, 전문인의 직업에 경험이 있으면 쓰십시오.
가족안에서 본인의 위치와 가족과의 관계를 쓰시고, 이번 훈련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쓰십시오.
10. YWAM-AIIM (안디옥 선교 훈련원) 에 대해서 알고있는데로 쓰십시요.
11. 초교파 선교단체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적고 혹, 선교 단체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으면,
선교단체 이름과 활동내용에 관해 쓰십시요,

＊제출된 서류와 접수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 360-794-6043 이나
담당간사님 (206)919-7510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추천서 보낼 주소: 각 교회별 담당간사, 또는
YWAM-AIIM(EDTS) P.O. Box 778, Monroe, WA 98272

독수리예수제자훈련학교 서약서
Eagle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1. 본인은 YWAM-AIIM(안디옥 선교훈련원)에서 실시하는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의 입학이
허락 될경우 훈련비 전액을 납기기한내(2 월 28 일 까지) 완불할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경우
학교의 책임자와 상의한 후, 약속한 방법대로 학비를 완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훈련(강의 및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개인적인 비용과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손상, 피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훈련기간(전도여행포함)동안
발생한 불의의사고 및 질병에 대해 학교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인은 독수리 예수제자 훈련학교 전 과정(강의, 전도여행)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4. 만약, 독수리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입학이 허락될 경우 본인은 훈련학교의 모든 일정과 제반
규칙을 전적으로 준수하여 위반 시에는 학교 측의 어떤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의 모든 부분을
사실대로 기록했음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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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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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예수제자훈련학교 지원서
Eagle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지원학교명 : EDTS 북쪽 □

EDTS 남쪽반 □

EDTS 주간반 □

사진

입학년도 ___________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권 사진크기

영문(여권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핸드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연락처:
성명 ____________________ 관계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
소속 교회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사님 성명_________________ 출석기간_______
교회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
개인소개:
출생년월일 (여권상)
년
결혼상태

월

성별

일

□ 미혼 □ 결혼

□남

□ 이혼

국적

□여

□ 별거

배우자성명__________________출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결혼년월일__________________
국적____________________ 배우자 동참여부 □ 예 □ 아니오
배우자외 직계가족 사항:
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종교

교회직분

학력

혼인

추

천

서

Eagle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이 추천서를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쓰실 때는 하나님을 경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써 주십시오.
(추천자는 추천서를 기재 후 봉하셔서 사무실로 직접 보내주십시오)
지원자성명
지원학교
지원자서명

영문
입학년도
지원날짜

*지원자와의 관계 [ 0 ] 담임목사 [ ] 가정의 권위자(부모 또는 배우자)

[ ]직장상사(해당없으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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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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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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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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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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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슴을 인정하여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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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