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DEPARTMENT TEACHER APPLICATION FORM
Date:
Name
E-mail
Phone

Photo

Address

Occupation

Date of Birth

Member Since

Member ID

Baptism / 세례
a. Baptism

b. Infant Baptism

c. Confirmation

d. Catholic Baptism

Number of Years Served in Education Ministry (Including Other Churches) / 교육부 봉사 경력 (타교회 포함)
a. Less than 1 yr.

b. 1-2 yrs.

c. 2-3 yrs.

d. More than 3 yrs.

c. Bilingual

d. Others:

Name of Previous Church / 이전에 다니던 교회이름

Preferred Language(s) / 구사 언어
a. English

b. Korean

Current Service Attendance / 현재 주일예배 참석
ㅁ 장년 1 부

ㅁ 장년 2 부 (본관 / 교육관)

ㅁ 청년 4 부

ㅁ Mosaic 1

st

ㅁ 장년 3 부 (본관 / 교육관)
ㅁ Mosaic 2

nd

Department Where You Desire to Serve / 봉사를 원하는 부서
ㅁ유아부 | First Living Seed

ㅁ유치부 | Sonshine Ave

ㅁ유년부 | Precious Jewels

ㅁ초등부 | Kingdom Kids

ㅁ어와나 | AWANA

ㅁ중등부 | Firm Foundation

ㅁ고등부 | Resurgence

ㅁ KM 중고등부 | Following Jesus

Biblical Training / 훈련 받은 Program (Ex. 제자훈련, 일대일훈련, leadership training, Bible Academy, etc. )

*Continued on next page

뉴저지초대교회

* If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please check the boxes.
•

Scripture / 성경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 Tim.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Trinity / 삼위일체
There ar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nd these three are one God, the
same in substance, equal in power and glory.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

Jesus / 예수
The only Redeemer of God’s elect is the Lord Jesus Christ, who, being the eternal Son of God, became man, and so
was, and continued to be, God and man in two distinct natures, and one person, forever.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었고, 또한 영원히 계속 그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

Church / 교회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is a community of believers who profess Jesus as the saving Lord Christ. It is also the
place of worship where His word is proclaimed and experienced.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

Family / 가정
The Family is a unit created by God through the marriage of a man & a woman according to His will. The parents
ought to disciple their children in the love of Christ & the word of God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부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허락하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
a. Yes

References (Name, Phone, Email)
1)
2)

b. No

c. Not sure y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