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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룬 기독학교 학생모집
학교안내

모집 대상 9-12학년이 되는 선교자/목회자 자녀
(Students)

-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한 사람
- 기숙사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사람
- 선교에 대한 사명과 열정이 있는 사람

전형 방법 1차 서류 전형

(Admission Process)

- 입학 지원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학부모 동의서, 기숙사 생활 동의서
Field Work 동의서 각 1부
- 추천서
-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사진 3매
- 서류 전형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차 학생, 학부모 면접
전화 면접 가능, 날짜 및 시간은 개별 연락

문의처 315-474-8346

(Contact Info)

을

(신실한 크리스찬 자녀 지원 가능)

지원 자격 - 여수룬 기독학교의 신앙고백과 교육철학에 동의하는 사람
(Requirements)

하나님 말씀 경험하여
나 와나를 찾는
하나님의
품
의

2016 Fall / 2017 Spring

info@jeshurunchristianschool. org

교장 지용주 박사
현 시라큐스 한인교회(PCUSA) 담임목사
유타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KWMC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부의장
선교사자녀 학교 설립협력기구 기구장
Advisor member of Northeastern Seminary’s Advisory Council

여수룬 기독학교는 선교자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입니다. 믿음과 지식, 앎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룬 기독학교의 목적입니다. 여수룬 기독학교는 경험 중심의 통합적 교육방식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학생들이 계발할 수 있는 교육 방침과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배운 말씀과 지식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경험한 말씀과 지식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6:33 MOTTO
3P CORE VALUES
3S EDUCATIONAL GOALS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양성”
-마태복음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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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적 관점 (Biblical Perspective)
- 하나님 나라의 목적 (Kingdom Perspective)
- 하나님 중심의 사람 (God-center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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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남의 통치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 순전한 복음 (Sound Doctrine)
- 순전한 삶 (Sound Life)
- 순전한 지식 (Sound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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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