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반 전반기 (14주 일정) 

 

 과제물  암송구절 

준비 모임 교재비: 교재+워크북+과제도서 = $80 

훈련일정표 / 강의안 / 암송구절 / 과제물 / 강의영상 안내  

교재: 1-24page 읽어오기 

  없음 

1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하나님 나라의 도전 1강” 강의 영상 보기 

교재: 1과 읽기 / 워크북: 1과 

로마서  

8장 1-4절 

2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하나님 나라의 도전 2강” 강의 영상 보기 

교재: 2과 읽기 / 워크북: 2과  

로마서  

8장 5-8절 

3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하나님 나라의 도전 3강” 강의 영상 보기 

교재: 3과 읽기 / 워크북: 3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독후감 제출 (느낀점 1페이지. 글자크기 12) 

로마서 8장 

9-11절 

4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하나님 나라의 도전 4강” 강의 영상 보기 

교재: 4과 읽기 / 워크북: 4과 

로마서  

8장 12-14절 

5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하나님 나라의 도전 5강” 강의 영상 보기 

교재: 5과 읽기 / 워크북: 5과 (로마서 1-4장 읽어오기) 

로마서  

8장 15-17절 

6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하나님 나라의 도전 6강” 강의 영상 보기 

교재: 6과 읽기 / 워크북: 6과 (로마서 5-8장 읽어오기) 

[파인애플 스토리] 독후감 제출 (느낀점 1페이지. 글자크기 12) 

1차 중간점검 

로마서  

8장 1-17절 

7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하나님 나라의 도전 7강” 강의 영상 보기 

교재: 7과 읽기 / 워크북: 7과 

로마서  

8장 18-21절 

8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하나님 나라의 도전 8강” 강의 영상 보기 

교재: 8과 읽기 / 워크북: 8과 

로마서  

8장 22-25절 

9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교재: 9과 읽기 / 워크북: 9과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독후감 제출 (느낀점 1페이지. 글자크기 12) 

로마서  

8장 26-28절 

10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교재: 10과 읽기 / 워크북: 10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chapter 1-2장 읽기 

로마서  

8장 29-30절 

11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교재: 11과 읽기 / 워크북: 11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chapter 3-4장 읽기 

2차 중간점검 

로마서 8장 

18-30절 

12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교재: 12과 읽기 / 워크북: 12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chapter 5-7장 읽기 

로마서 8장 

31-36절 

13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교재: 13과 읽기 / 워크북: 13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독후감 (느낀점 1페이지. 글자크기 12) 

로마서 8장 

37-39절 

14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교재: 14과 읽기 / 워크북: 14과  

 

로마서 8장 

전체 암송 

 

 

 

 

 

 



 

 

 

제자반 후반기 (7주 일정) 

 

 

 

 

 

 

 

 

 

 

 

 

 

 

 

 

 

 

 

 

 

 

 

 

 

 

 

 

 

 

 

 

 

 

 

 

 

 

 

 

 

 

 

 

 

 

 

 

주차 과제물 암송구절 

1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풍성한 삶의 초대 인도자반 1강” 강의 영상보기 및 강의안 문제풀이 

풍성한 삶의 초대 워크북: 58-86 page 읽기 

 

2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풍성한 삶의 초대 인도자반 2강” 강의 영상보기 및 강의안 문제풀이 

풍성한 삶의 초대 워크북: 87-95 page 읽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독후감 제출 (요약 1페이지. 글자크기 12) 

1차 중간점검 

로마서  

8장 1-17절 

3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풍성한 삶의 초대 인도자반 3강” 강의 영상보기 및 강의안 문제풀이 

풍성한 삶의 초대 워크북: 96-113 page 읽기 

[훈련과정 인도 실습: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4-5과] 

 

4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인도자반 1강” 강의 영상보기 및 강의안 문제풀이 

풍.삶.첫. 이끄미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료: 62-77 page 읽기 및 문제풀이 

2차 중간점검 

로마서 8장 

18-30절 

5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인도자반 2강” 강의 영상 보기 및 강의안 문제풀이 

풍.삶.첫. 이끄미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료: 78-94 page 읽기 및 문제풀이 

[영적 갓난아이를 격려하려면] 독후감 제출 (요약 1페이지. 글자크기 12) 

 

6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인도자반 3강” 강의 영상 보기 및 강의안 문제풀이 

풍.삶.첫. 이끄미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료: 95-107 page 읽기 및 문제풀이 

로마서 8장 

전체 암송 

7 주차 

 

15-15-15 훈련하기 (기도노트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풍.삶.첫. 이끄미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료: 108-109 page 읽기 및 문제풀이 

[훈련과정 인도 실습: 풍성한 삶의 첫걸음 6-7과] 

 



<제자반 암송 구절> (개역개정성경. 총 39구절)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8: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8: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8: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8: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 (1차 중간 점검 로마서 8장 1-17절) ======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8: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8: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8: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8: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8: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8: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8: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8: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

이니라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2차 중간 점검 로마서 8장 18-30절) ====== 

 

(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8: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8: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8: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최종 점검 로마서 8장 1-39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