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제자 훈련 학교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열방대학의 첫 번째 학교인 예수제자훈련학교(DTS)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WAM DTS(예수제자훈련학교)는 12주의 강의와 8주의 전도여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
의 집중적인 제자훈련과정이며 열방대학의 기초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성품, 개인의 부르심과 은사들을 개발시키고 또 온 땅에 대한 하나
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DTS를 통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품을 개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도록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강의기간 / 2019년 5월 7일 (화) ~ 7월 27일 (토)

12주로 이뤄지며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적 원리·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 중보기도, 소모임,
노동(Work duty), 공동체 생활 등을 통해 삶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강의내용
묵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와 중보기도, 십자가와 성령, 관계와 공동체, 내
적치유, 다림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경적 세계관, 충성과 위탁, 권리포기, 영적권위, 전도와 선교, 제
자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전도여행 / 2019년 7월 28일 (일) ~ 2019년 10월 3일 (목)

8주로 국내 혹은 해외에 머물며 강의기간에 배운 삶의 원리원칙과 진리를 선교현장에서 실습하고
적용하며 배우는 기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마28:19-20)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
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학비

260만원

접수비(2만5천원)와 학비 모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자명은 학생본인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학비는 3개월의 강의기간 숙박비와 식비, 강의비만 포함되며 전도여행 및 훈련 중 교통비, 세미나회비는
별도입니다.

국민은행 114-01-0412-594 예수전도단
University of Nations, Youth With Mission
한국예수전도단 www.ywamkorea.org
열방대학 제주캠퍼스 www.uofnjeju.org
예수전도단 부산지부 www.ywambusan.net

지원서 작성을 위한 안내
아래 조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마감일까지 접수비와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제출한 서류와 지원서는 여러분의 입학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서와 모든
질문은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답해주십시오.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서약서 및 건강기록부 포함)

나. 추천서 3부

(소속교회 담임목사 1부 / 지인 2부)

**기록 후 펼쳐진 상태의 추천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추천인이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거나 봉투에 동봉하여
지원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진 반명함판 3장
라. 일반건강진단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흉부X-ray검사결과 / B형간염검사 항원,항체반응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지원자 질문서
아래의 질문사항들을 읽어본 후 솔직하고 정확하게 질문의 답을 A4용지에 기술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1) DTS에 지원하신 동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구원의 체험과 현재 주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3) 현재 주님 안에서 발전시키고 싶은 성품은 무엇입니까?
4)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vision)은 무엇입니까?
5) 선교사역을 하기 원하는 이유와 선교사역에 희망하는 나라와 역할을 기록해 주십시오.
6) 소속교회, 지역교회, 봉사활동, 사역리더의 경험이 있다면 기록해 주십시오.
7)

예수전도단 또는 타 선교단체 훈련 경험이 있다면 기록해 주십시오.

8) 가족과의 관계를 쓰시고 이번 훈련에 대한 가족과 목사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한번 제출한 서류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지원방법
지원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신 후 원서마감일인 4월 26일 (금)까지 사무실로 우편발송 하시거나 화
요예배에서 DTS담당 간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마감 후 학교에서 개인별로 면접 날짜를
정하여 4월 29일 주간에 면접을 진행한 후 합격여부를 개별 통지합니다. 합격 후에는 학교에서
정한 날짜에 맞춰 DTS로 입교하셔야 합니다.

보내실 곳
부산시 남구 고동골로36번길 12 예수전도단
김태성 간사 010. 8120. 1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