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넥션스쿨 #108과정

강사훈련 일정표
온라인과정 

■ 1회차 일정 

구분 내용 강사 시간 비고

환영/소개/줌 게임#1 OOO 25 이름빙고게임 

OT 강사과정 OT OOO 25

시범강의 강의1 선교와 하나님 OOO 35

광고/기념촬영 OOO 5 퀴즈/과제설명

휴식 10

소그룹 소그룹별 나눔 코치 20
• 서로 알아가기
• 소그룹 기도 나눔 
  (강의안 p.75 양식사용)

소그룹
(시범강의)

강의3 선교는 무엇인가? 코치 35

기도/마무리 코치 5

과제
복습 및 동영상 시청 후 
구글퀴즈 풀기

50

[필수] 스피치 임팩트 있게 
시작하기

[필수] 왜 거꾸로 교실인가
[필수] 성인들은 어떻게 

학습하는가?

■ 2회차 일정 

구분 내용 강사 시간 비고

줌 게임#2 OOO 15 너도나도게임

워크숍2 리서치 워크숍 준비 
& 강의점검 준비안내 

OOO 25

소그룹 소그룹 강의점검 계획/OT 코치 20 소그룹별 진행

소그룹
(시범강의)

워크숍1 케이프타운 서약 코치 50 소그룹별 진행

휴식 10

시범강의 강의4 선교와 성령 OOO 35

광고/기도 OOO 5 과제안내/합심기도

과제
복습 및 동영상 시청 후 
구글퀴즈 풀기

60
[필수] 케이프타운 대회 
[선택] 강의2 복음은 무엇인가 



■ 3회차 일정 

구분 내용 강사 시간 비고

찬양 OOO 5

시범강의 강의5 세계선교 역사와 현황 OOO 45

줌게임 #3 OOO 10 Bring Me & 손가락 접기

강사서약서/광고 OOO 15 강사서약서 작성

휴식 5

소그룹
(강의점검)

소그룹 강의점검 #1
• 강의2 복음은 무엇인가
• 강의3 선교는 무엇인가

코치 80

• 기도 나눔 (10분)
• 강의점검1 (25분) 
• 점검1 피드백 (10분) 
• 강의점검2 (25분) 
• 점검2 피드백 (10분)

광고/마침기도 코치

과제
복습 및 동영상 시청 후 
구글퀴즈 풀기

50
[선택] 강의6 선교와 문화
[선택] 강의7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운동

■ 4회차 일정 

구분 내용 강사 시간 비고

줌게임 #4 OOO 15
• 숨은 글자 찾기 
• 초성으로 말해요 
• 뒤죽박죽 우리말 등

오리엔테이션 인도하기 OOO 25

커넥션스쿨 기획하기 OOO 15

소그룹 워크숍3 민족복음화의 꿈 코치 30

휴식 5

소그룹
(강의점검)

소그룹 강의점검 #2
• 강의6 선교와 문화
• 강의7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운동

코치 70

• 강의점검1 (25분) 
• 점검1 피드백 (10분) 
• 강의점검2 (25분) 
• 점검2 피드백 (10분)

광고/마침기도 코치 5

과제
복습 및 동영상 시청 후 
구글퀴즈 풀기

60
[필수] 선교적 교회
[선택] 강의8 선교적 공동체
[선택] 강의10 선교적 삶



■ 5회차 일정 

구분 내용 강사 시간 비고

줌게임 #5 OOO 15 Kahoot 퀴즈

시범강의 강의9 선교와 사명 OOO 40

시범강의 워크숍3 나의 사명선언문 OOO 20

휴식 10

소그룹
(강의점검)

소그룹 강의점검 #3
• 강의8 선교적 공동체
• 강의10 선교적 삶

코치 70

• 강의점검1 (25분) 
• 점검1 피드백 (10분) 
• 강의점검2 (25분) 
• 점검2 피드백 (10분)

광고/마침기도 소그룹별 5

과제
복습 구글퀴즈 풀기 및 
커넥션 기획안 제출

50
[필수] 커넥션스쿨 기획안 

작성하기

■ 6회차 일정 

구분 내용 강사 시간 비고

지역별 랜덤 소그룹 모임 소그룹 30 안내/각 도시별 또는 도별 

커넥션스쿨 계획 발표 OOO 20

소그룹 
소그룹 리서치 발표 
- 국가별/종교별 

코치 70
개인별 각 10분 발표
(PPT 슬라이드 10장 내외)

수료식

OOO

30
3분 간증(조별 1명+@)
수료증 수여(대표자 3인)

특별순서 5 축사, 지도위원 위촉 등

광고/대표기도(참가자중) 5
단체사진/
평가서/담벼락소감 작성안내 
등

과제
평가서 작성
담벼락 소감문 작성
SNS 홍보

30 [필수] 평가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