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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룬(Jeshurun)이란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로써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 자, 즉 성도를 가리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부르신 것은그들이 이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만드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학교에 오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에게 물을 주시며,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복되게 하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이름입니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

”

여수룬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아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사야 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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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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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FACTS

• 순전한 복음 (Sound Doctrine)

• 순전한 삶 (Sound Life)

• 순전한 지식 (Sound Preaching)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양성”

-마태복음 6:33

핵심가치

교육목표

  모 토

• 성경적 관점 (Biblical Perspective)

• 하나님 나라의 목적 (Kingdom Purpose)

• 하나님 중심의 사람 (God-center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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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영광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룬 기독학교의 목적입니다.

•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수룬 기독학교의 교육의 근본입니다.

•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나라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 순전한 복음은 건전한 성경관과 신학에 바탕을 둔 신앙 교육을 의미합니다.

• 순전한 삶은 앎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인성 및 생활 교육을 의미합니다.

• 순전한 지식은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교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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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룬 기독학교는 성경적 관점 ( 3P/3S )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배운 말씀과 지식을 실제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한 

말씀과 지식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CURRICULUM

정체성 회복과
하나님을 알아감[ ]

성품

경험

성경적 관점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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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S
여수룬 기독학교는 홈스쿨링 교육방식으로 
뉴욕주의 필수 교과목 및 기타 선택과목을 가르칩니다.
다음의 커리큘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학년-12학년).

Curricular 
Area

Credits 
Needed Specific Course Titles

Bible*

English*

Math*

Science*

Social Studies*

Senior Seminar*

Foreign Language

Fine Arts

Physical Education

IT & Media

Electives

4

4

4

4

4

.5

4

1.5

2.5

2

1.5

Old Testament, New Testament, Christian Characters and

Leadership, Biblical Worldview

English I, World Literature, American Literature, British

Literature/Advanced Composition 

Algebra I, Geometry, Algebra II/Pre-Calculus, Calculus

Life/Physical Sciences, Biology, Chemistry, Physics

Physical Geography, World History, US History,

Comparative Government and Economics and Senior Seminar

A semester-long independent study involving  intensive

research and exploration of  current events across the world

Korean, French, Spanish

Choir, Band, Drama, Music Theory, Public Speaking,

Digital Photography, 2-D Drawing

Fitness and Health, Physical Conditioning

Algorithms and Programming  

Creative Writing, Intro to Psychology, Finance and Christianity, 

Intro to Economics

TOTAL 32 credits

*Note: One semester = ½ credit course

*로 표시된 과목들은 모든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외의 과목들은
학생들이 듣고싶은 수업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여수룬 기독학교는 믿음과 지식, 앎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들로
양육합니다. 여수룬 기독학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훈련을

이루어갑니다.”

집중 학업 시간

일주일 중 2일은 모든 수업을 수강하는 대신
3-4과목만을 수강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더 깊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성경적 관점을 통해 학문적 지식과 세계를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은 단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지식 뿐만 아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듬어줍니다. 그래서 학문적 지식 뿐 아니라 
실제적 적용을 경험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을
진행합니다.

EXPERIENTIAL LEARNING 
THROUGH BIBLICAL PERSPECTIVE

통합적교육 방식

성경적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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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통합적 교육 방식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배운 지식을 다음과 같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계 열방이 와 있는 미국은 선교지입니다. 여수룬
기독학교 학생들은 미국안에서 선교의 중요성을
배우고, 자신들이 선교사 자녀로서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보아즈 사역(Boaz Project):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난민들에게 복음 전함으로써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로다이 여름 캠프(Lodi Summer Camp): 일주일동안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캠프입니다.
   이 캠프를 통해 난민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미술과 게임 등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선교와 교육의
   현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House of PAL (HOP):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 제자화하는
   선교사역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고
   교제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시라큐스 크리스찬 아카데미(SCA): 어린이들에게
   성경으로 한글을 가르치며,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을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섬김과 사역 

선교적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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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SCHEDULE

Class Times

8:30 - 8:45 AM

8:45 - 9:30 AM

9:35 - 10:20 AM

10:20 - 10:30 AM

12:05 - 1:00 PM

2:40 - 3:30 PM

1:00 - 1:45 PM

3:30 - 6:00 PM

7:00 - 8:30 PM

1:50 - 2:35 PM

6:00 - 7:00 PM

8:30 - 10:30 PM

10:30 - 11:15 AM

11:20 - 12:05 PM

Monday

Devotional

Bible

Algebra I

Break Break

Alegbra I

Bible

Devotional

Tuesday

Life/Physical
Sciences

Life/Physical
Sciences

Lunch

Foreign Language

Technology Elective

Foreign Language

Lunch

Physical

Geography

Physical

Geography

English I English I

Sports/Free Time/
Homework

Sports/Free Time/
Homework

Dinner

Free Time

Study Hall

Dinner

Boaz Ministry

Study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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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10:00 - 10:10 AM)

Break
(11:25 - 11:35 AM)

Bible
(11:35 - 12:20 PM)

Chapel
(11:35 - 12:20 PM)

Break
(11:25 - 11:35 AM)

Break
(10:00 - 10:10 AM)

Break

Bible

Algebra I

Devotional

Life/Physical
Sciences

(8:45 - 10:00 AM)

Elective

(1:15 - 2:30 PM)

Foreign Language

(10:10 - 11:25 AM)

English I

(8:45 - 10:00 AM)

Algebra I

(1:15 - 2:30 PM)

Physical

Geography

(10:10 - 11:25 AM)

Devotional Devotional

Wednesday Thursday Friday

Lunch
(12:20 -1:15 PM)

Lunch
(12:20 -1:15 PM)

Lunch

English I

Physical

Geography

Life/Physical
Sciences

Foreign Language

TechnologyTechnology
(2:35 -3:30 PM)

Study Hall
(2:35- 3:30 PM)

Sports/Free Time/
Homework

Sports/Free Time/
Homework

Sports/Free Time/
Homework

Dinner

Bible Study

Study Hall

Dinner

HOP Meeting

Study Hall

Dinner

Group Activity

11
*Tentative schedule



JCS SUPPORT SYSTEM

여수룬 기독학교는 여러가지 삶의 경험들과 재능을 갖춘 
믿음의 일꾼들이 학생들을 기도와 사랑으로돌봅니다. 
각 학생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귀한 손길들입니다. 

목회자

담임교사 시설 관리자  

기숙사
호스트 

재정 관리
담당자 

기타과목
교사

학생

중고등부
교사

상담자/멘토

중보기도자

행정관리
담당자

12



여수룬 역할

목회자

담임교사

기숙사 호스트 

기타과목 교사

중고등부 교사

행정 관리 담당자 

재정 관리 담당자 

시설 관리자  

상담자/멘토

중보기도자

학생들과의 개인 관계

기도와 말씀 양육을 통해 학생들을 도우며 학교의 총

책임자로서 “나아갈 큰 방향”을 제시한다.

항상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부어주며

학생들의 학업을 책임지고 최고의 환경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과 같이 살면서 일상 생활 가운데 학생들을

양육하고, 학생들이 가족같은 분위기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주일마다 학생들과 성경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며,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예체능 수업들을 지도하며, 학생들이 효과적인

예체능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관리하며, 학교의 행정적 운영을 담당한다. 

전문적인 상담 지식과 기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 및 멘토의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들이 여수룬 기독학교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기도로 돕는다.

학교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학생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돕는다.   

학교와 기숙사의 시설들을 관리, 보수하며, 필요한

시설들을 계획, 확보하는 일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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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DEMOGRAPHICS
시라큐스에는 한인, 다민족 유학생,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순전한 지식을 통해 내 이웃에
와 있는 열방을 섬기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시라큐스의 한인:

시라큐스 인근 지역에는 약 1200여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의 다민족 유학생:

시라큐스 지역에는 120여개국에서 온 2000여명의 international 

students 들이 있습니다. 

Syracuse University를 중심으로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SUNY-ESF), 

Le Moyne College, Onondaga Community College 등의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가 속해있는 Upstate New York 지역에는 Albany, 

Binghamton, Buffalo, Ithaca, Rochester 등의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뉴욕주립대(SUNY)가 있고,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RPI),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Rochester,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등의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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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큐스의 난민:

시라큐스 지역은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망명하여 미국으로 들어온 난민들이 정착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로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온 이들입니다. 이렇게 열방에서 온 민족들이 
우리의 이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시라큐스는 
열방에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선교지입니다. 

시라큐스 한인교회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3개국
(Bhutan, Brunei, Burundi, China, Congo, Honduras, 
Iraq, Liber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North Korea, Palau, Puerto Rico, Rwanda, Senegal, 
Sierra Leone, Somalia, Tanzania, Thailand, Turkey, 
and Vietnam)에서 온 약 700여명의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Honduras, Indonesia, Kazakhstan, 
Nigeria, Philippines 등의 나라를 섬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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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기숙사

16

여수룬 학교 학생들은 House of Pal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HOP는 학생 거주를 위한 3개의 침실과 
쉼을 위한 거실, 음식을 준비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방과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거실

기숙사 전경

식당

침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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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중부 뉴욕의 중심 
도시인 시라큐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시라큐스 한인교회의 건물을 학교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수룬 학교는 4개의 일반 교실, 교외 활동을 위한 Youth Room, IT 
교육을 위한 전산실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설 도서들을 비치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역 public 시설로써 시라큐스 
대학교 도서관과 각 인근 지역의 공공 도서관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학교 전경

학교 내부

미술실

전산실



APPLICATION & FINANCIAL INFORMATION
1. 모집 대상
    
(Students)

2. 지원 자격
    
(Requirements)

3. 전형방법
    (Admission process)

선교사 자녀로 9 ~ 12학년이 되는 사람   

여수룬 기독학교의 신앙고백과 교육철학에 
동의하는 사람

1차 서류전형

•입학지원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 (부모님의 
   선교지 및 선교활동 포함) (본교 양식)

•학부모 동의서, 기숙사 생활동의서, Field 
   work 동의서 각 1부 (본교 양식)

•추천서 (목회자 또는 선교사)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진 3매(3cm X 5cm)

•서류전형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차 학생, 학부모 면접 
     (전화 면접 가능)
    (날짜 및 시간은 개별 연락)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한 사람

기숙사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사람
선교에 대한 사명과 열정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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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금 및 기숙사비 
    (Tuition/Dormitory Fee)

5. 기타 공지사항

    

(Others)

등록금:   한학기 $4,000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지원서류에 포함된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비: 매월 $700
식비, 과외활동비 유틸리티 fee 포함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체류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기타: 건강 보험 및 학습에 관련된 개인 
        물품 구입은 각자 부담

본교는 미국 홈스쿨링 교과과정

(Homeschooling curriculum)으로

교육합니다.

문의: 1-315-474-8346,

jeshurun.christian.school@gmail.com

위치: 1800 E. Genesee St., 
        Syracuse, NY 13210, U.S.A.

후원문의: 1-315-474-8346,

jeshurun.christian.schoo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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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HURUN CHRISTIAN SCHOOL
 
• 여수룬 기독 학교

1800 E. GENESEE ST. SYRACUSE, NY 13210

PHONE: 315.474.8346 

• EMAIL: info@jeshurunchristianschool.org WEB: www.jeshurunchristianschool.org

JESHURUN CHRISTIAN SCHOOL
SYRACUSE, NEW Y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