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번호 

※ 사역부 기재사항

안 녕 하 세 요 
‘안녕하세요’ 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대일 양육으로 만난 동반자의 참 모습을 알고 기도해 주며  

돕기 위해 마련된 문항입니다. 비밀은 절대 엄수됩니다. 양육 완료후에 완료보고서와 함께 동반자 동

의 하에 사역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자 

성  명 

양육자 

성  명 

교인번호 교인번호 

이 메 일 이 메 일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대하여: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대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야기: 삶의 목적과 비전에 대하여: 

일대일 만남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 

http://njchodae.net/
http://njchodae.net/


일대일 양육 시작 보고서 

시작일 /  / 예상종료일 /  / 

동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 성별 남 녀 

자택주소 핸드폰번호 

직  장 직  위 

세례여부 받음 / 받지않음 세례연월(교회)  년  월 (  교회) 

교인번호 소속순(순장명)  순 (  ) 

직분/봉사 e-mail

동반자 기도제목: 

** 동반자의 기도제목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시고 동반자의 동의하에서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사역부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양 육 자 :  

※ 사역부 기재사항

접수번호 



[Type text]  [Type text] 

일대일 양육 결과 보고서 

※ 작성 후 training@njchodae.org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일대일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자 

성 명  

    

 

 

성별 남    여 교인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소속 순  

 

동반자 인적사항 및 신앙상태 

성 명  생년월일 /         / 성별 남 여 

핸드폰번호  결혼 기혼   미혼   이혼   사별 

주 소  e-mail  

소속 순  교인번호  

세례여부 받음 / 받지않음 세례연월          년         월   (              교회) 

양육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양육기간 중 받았던 은혜 또는 도전 

 

 

 

 

 

 

동반자와 관련하여 건의 또는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 사역부 기재사항 

접수번호  

mailto:training@njchodae.org
mailto:training@njchodae.org


 
 

일대일 양육 과제 점검표 
동반자 인적 사항 

 

자율점검표 

구분 
 

예습 
(○,X) 

 
QT 

(회/주) 

 
성구암송 
(○,X) 

 
성경읽기 
(○,X) 

 
설교기록 
(○,X) 

공부일자 
양육자 
확인 

오리엔테이션        

만
남
예
수 

만남1        

만남2        

만남3        

만남4        

교제(QT)        

성
장 
 
일 
대
일
양
육 
 
성
경
공
부 

관계1        

관계2        

관계3        

관계4        

관계5        

관계6        

관계7        

관계8        

관계9        

관계10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전 4:7-8) 
종료 시 간증문과 함께 양육자에게 제출 해주세요. 
 

성명  전화번호  

성별  남     /    여 교인 번호  일대일 시작일 
 
 
 
 
 

양육자성명  전화번호  

※ 사역부 기재사항 

접수번호  



주차 날짜 단원 암송구절 성경읽기

1 나눔의 시간 - Introduction

2 I-만남1: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요 1:1
마 16:16

눅 1-3장
히 1-3장

3 I-만남2: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 53:5-6 막 1-7

4 I-만남3: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롬 6:4
엡 1:22

고전 15장
계 1-6장

5 I-만남4: 예수를 믿으십시오
요 1:12
요 3:16 

요 1-7장

6 II. QT: 큐티의 이론과 실제
요일 5:13
요 5:24

시편 1, 5, 119편

7 III-1 구원의 확신
요일 5:13
요 5:24

마 1-4장

8 III-2 하나님의 속성
대상 29:11-12
시 36:5-6 

요 1-7장

9 III-3 하나님의 말씀 - 성경
딤후 3:16
벧전 2:2 

요 8-14장

10 III-4 기도
요 15:7
빌 4:6-7 

요 15-21장

11 III-5 교제
롬 12:4-5
요 13:34-35 

빌립보서

12 III-6 전도
롬 1:16
벧전 3:15 

요일,이,삼서
유다서

13 III-7 성령 충만한 삶
엡 5:18
갈 5:22-23

에베소서

14 III-8 시험을 이기는 삶
고전 10:13
약 1:14-15 

야고보서

15 III-9 순종하는 삶
롬 12:1
눅 9:27 

골로새서

16 III-10 사역 하는 삶
벧전 2:9
고전 3:9 

벧전후서

17 Wrap-up - 간증문

예습과제: 1. 주일설교 요약 2. 단원 예습 3. 성구 암송 4. 일일큐티 5. 성경읽기

양육순서: 1. 양육자 기도/찬송 2. 성구암송/큐티나눔 3. 성경공부 4. 동반자 기도 5. 다음 만남 계획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커리큘럼



 

 
 

일대일 동반자 예습 과제물 
매주 작성하여 양육자에게 제출 바랍니다. 

일대일 만남 일자 (차수):     /     /      (   주차) 

성경 읽기 (읽은 성서 장/절): 

동반자 성명: 

 
주일설교 요약 (날짜:    /    /    , 설교자:         목사, 본문:              )  

 

 

 

 
큐티 1 (날짜:     /    /       요일, 본문:            ) 

내게 주신 메세지: 

 

 

적용과 기도: 

 

 

 
큐티 2 (날짜:     /    /       요일, 본문:            ) 

내게 주신 메세지: 

 

 

적용과 기도: 

 

 

 
큐티 3 (날짜:     /    /       요일, 본문:            ) 

내게 주신 메세지: 

 

 

적용과 기도: 

 

 

 
 



 

 
 

 
 
 
큐티 4 (날짜:     /    /       요일, 본문:            ) 

내게 주신 메세지: 

 

 

적용과 기도: 

 

 

 
큐티 5 (날짜:     /    /       요일, 본문:            ) 

내게 주신 메세지: 

 

 

적용과 기도: 

 

 

 
큐티 6 (날짜:     /    /       요일, 본문:            ) 

내게 주신 메세지: 

 

 

적용과 기도: 

 

 

 
큐티 7 (날짜:     /    /       요일, 본문:            ) 

내게 주신 메세지: 

 

 

적용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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