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상반기�만사인�제자훈련(온라인)�과정�소개� �

* 아래 제자훈련 강좌 오픈은 수강자 신청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좌 신청은 구글폼 링크로 해주시면 됩니다.  

1. 만사 인도자 과정(만사교사교실) 

●과정 설명: 만나며 사랑하며 일대일 양육을 섬기는 인도자들에게 만사 각 과에서 강조하는 성

경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일대일 양육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

로 기도로 격려하고 멘토링하는 과정    

●대상: 만나며 사랑하며 이수자로서 일대일 양육을 섬기실 분(섬길 대상자가 있는 분)으로 선착

순 (남여구분없음) 

●기간: 2월 3일 개강 (18주 과정) 매주 목 730PM(미동부) 

●강사: 김성모 목사, 이재엽 목자 

●교재: 만나며 사랑하며 학생용, 교사용 

 

2. 머슴교회의 일꾼론 

●과정 설명: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과정으로 교회론과 리더십과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에 대해 나누는 과정.  

●대상: 목회자 

●기간: 2월 첫 주 개강 (10주 과정) 매주 화 730PM (미동부) 

●강사: 송영선 목사 

●교재: 머슴교회의 일꾼론 학생용, 교사용 

 

3. 큐티 파운데이션 

●과정 설명: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큐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 경험한 삶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과정.  

●대상: 성도 누구나 (인원제한 남자5명) 

●기간: 2월 첫 주 개강 (8주 과정) 매주 화요일 730PM (미동부) 

●강사: 윤훈섭 목자 

●교재: 큐티 파운데이션 PDF 교재 

 

 



4. 성경 파노라마 – 선지서 

●과정 설명: 우리에게 멀리 있던 대•소 선지서 17권을 쉽고도 친밀하게 공부하면서 신•구약 전

체의 맥을 잡고 복음의 핵심을 꿰뚫어 보게하는 시각을 갖게 되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밀접

하게 만나고 오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성도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경주하도록 돕는 성경 

파노라마 과정 

●기간: 3월 첫 주 개강(3/4-6/3, 14주 과정) 매주 금 요일, 7:30PM(한국시간) 

●강사: 김진식 목자  

●교재: 성경  

●부교재: <선지서를 꼭 읽어야 하나요?> 김진식 지음 (저자 직강) 

●문제지: 수강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메일로 PDF 파일(60페이지)을 송부  

●부교재 소개 및 구매처 

   

*부교재 구매: (미국) 만사인($20+운송비) order@mansain.org  

(한국) 온라인구매 (\25,200) – 교보문고, 갓피플, YES24, 영풍문고 등 

 

5. Life As Mission  

●과정 설명: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지금 여기 각자의 삶에서부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제자훈련 과정.  

●대상: 모든 성도 (인원제한 12명)  

●기간: 2월 8일 개강 (12주 과정) 매주 화 730PM (미동부) 

●강사: 김성모 목사 

●교재: Life As Mission Bible Study 강의안(PDF), 너로 말미암아(김성모, 쿰란) 

●부교재: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크리스토퍼 라이트, IVP) 

 

* 교회나 지역에서 일정 수의 수강 인원이 있으시면 개교회나 지역을 위해서 제자훈련 

강좌 오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시간에 맞추어서 강좌를 개설할 수 있사

오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성모 목사 smkim@mansai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