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TA-중년 훈련  - 봄 학기 도서 목록

수업명 도서명 CAT #

그 영(화요일 1교시)  그 영 07-027-024

(전체 영어 수업, 통역 제공됩 )

생명의 체험과 성장(화요일 2교시)  생명의 체험과 성장 07-006-024

(언어권별 분반 수업)

신언에 대한 교통과 실행(화요일 3교시) 개요 제공
(언어권별 분반 수업)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수요일 1교시) 개요 제공
(전체 영어 수업, 통역 제공됩 ) 1.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 07-059-024

 2. 성육신, 포함, 강화 07-058-024

3.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07-054-024

4.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그리스도의 07-065-024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동일함

5.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 07-053-024

6. 하나님의 신약 경륜 04-006-924

7.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성격 (수요일 2교시) 개요 제공
(전체 영어 수업, 통역 제공됩 ) 1.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성격 13-063-924

 2. 성격 13-003-424

3.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14-910-024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수요일 3교시) 개요 제공(1주부터 6주까지)
 1.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05-003-024

2.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 15-907-024

그리스도의 몸 (목요일 1교시) 개요 제공
(전체 영어 수업, 통역 제공됩 ) 1.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투시 08-030-024

 2.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과 건축 08-038-024

3.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04-004-024

4.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내재적인 조망 08-035-024

하나님의 경륜 (목요일 2교시) 개요 제공
(언어권별 분반 수업) 1.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 04-014-024

2.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10-063-024

복음 교통 (목요일 3교시) 개요 제공
(언어권별 분반 수업)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금요일 1교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대한 공과 20-909-924

(전체 영어 수업, 통역 제공됩 ) 개요 제공

봉사의 생활 (금요일 2교시) 개요 제공
(전체 영어 수업, 통역 제공됩 ) 1. 영과 영 안에서의 봉사 14-905-024

2. 주님의 간증을 위한 모든 세대들 14-001-024

3. 직장인 성도들을 위하여 13-009-024

4. 교회 생활의 봉사를 위한 기본 원칙 14-015-024

이 형제님 비디오 메시지 (금요일 3교시)  하나님 사람의 생활 07-056-024

(전체 영어 수업, 통역 제공됩 )

비고:   표시된 책은 필수  지참 교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