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사61:1)

21세기 물질만능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전국 복음화율 최저, 청소년들의 학업포기와 탈선, 결손가정 
및 가족 기능 상실 등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과 수많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2011년 
11월,  
온코칭 &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하여 진로와 학습코칭, 가족상담을 통해 개인 및 가정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실력과 품성 그리고 영성을 갖춘 청소년이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는 믿
음으로  
청소년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육하기 위하여 Bethel International School이 개척되었습니다.

Bethel International School은 건강한 청소년들을 세우기 위한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온
코칭 & 심리상담센터의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Bethel International School에는
 1. 학생들을 사랑하시며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2. 수준높은 교육시스템, 리더십 훈련,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 매일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공부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랑의 공동체 입니다.

Bethel International School에서
실력, 비전, 영성을 훈련받은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사회변혁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상처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때, 주님 안에서의 모두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비하신 축복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LETTER FROM PRINCIPAL

이 거룩한 부르심에 부모님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안에서 듣든한 동역자이길 원하는 

벧엘국제스쿨 교장 구 현 주 드림



 지知 INTELLECT

정情 EMOTION       

의意 VOLITION   를 통한 전인격의 성장과 성숙

ABOUT BETHEL INTERNATIONAL SCHOOL

Bethel International School은 기독교 진리에 기초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로서의 인재를 양육하는 학교입니다.

Bethel International school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지정의
[知情意]의 균형 잡힌 교육프로그램으로 공동체 안에서 개별적인 학습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들을 양육하는 학교입니다. 

Bethel International School은 공동체 안에서의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훈련을 
통해 세상 속에서의 섬기는 리더로서 갖춰야 하는 성품을 계발하는 리더훈련학교입니다.

Bethel International School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성품을 훈련하고 계발하여 하나님과 사
람의 소중함을 배우고,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
내는 학교입니다.

    



ABOUT OUR LOGO

Bethel,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예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곳곳에서 나타내도록 파송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

니다.

주요 Identity 중 하나인 ‘상담’을 통한 ‘지정의[知情意]’의 균형잡힌 성장

과 전인격이 성숙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 7대 영역 - 가정, 경제, 

교육, 문화, 미디어, 정치, 종교의 자리에서 (시 99:9)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기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학교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말씀에 기반을 두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 Everyday chapel 
- 기독교적 세계관

- 성경 통독
- 성경 개론

- Q.T 소그룹 나눔
- 성경인물 모델링 학습

- 전문 심리상담 (개인, 가족)
- 기독교 상담

- 진로 코칭 (유학 , 국내 대학 입시)

- English 
- Major subjects (math, science)

- 1:1 mentoring program
- 담임제도 tutorial class

- Perspective 
(character , worldview, philosophy class) 

- Speech & technical skills
- Serving

- Cooperation activities
- Journey ‘Fall camp’

- 미국, 호주 Vision trip 

WORSHIP 

COACHING PROGRAM

CUSTOMIZED TEACHING

LEADERSHIP PROGRAM 

OUR SPECIAL TRAINING PROGRAM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군대 

주  2회 세계관 강의와 Philosophy (철학) 토론 수업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가치관을 훈련합니다. 
그룹 과제를 통해 팀웍과 협동심을 개발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와 논리구성 능력을 개발합니다. 

WORSHIP

- Everyday chapel 
- 기독교적 세계관

- 성경 통독
- 성경 개론

- Q.T 소그룹 나눔
- 성경인물 모델링 학습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한 바른 자아. 
건강한 가정 세워가기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을 통해 가정의 회복을 돕습니다.

나의 잠재력과 달란트를 발견하여 진로 정하기 

검정고시를 통하여 내신 성적을 만든 이후 , 
학생 개인의 성향과 성적에 맞는 국내외 대학 입시

 진로 코칭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적 유학 컨설팅을 
통해 나라별, 학교별, 학과별 차이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ACHING PROGRAM

- 전문 심리상담 (개인, 가족)
- 기독교 상담

- 진로상담 (유학 및 국내 대학 입시) 



LEADERSHIP PROGRAM

- Perspective 
(character , worldview, philosophy class ) 

- Speech & technical skills
- Serving

- Cooperation activities
- Journey, Fall camp

- 미국, 호주 Vision trip 
- ‘In the gap’ Internship program

가슴 뛰는 꿈과 땅 밟기 

전문적인 진로 상담과 매주 담임 선생님과의 코칭을 통해 “가슴 뛰는 꿈”을 찾은 아이들은 그 꿈의 현장으로 1년에 한 번, 
땅 밟기 여행을 합니다. 세계적인 무대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꿈의 땅을 밟으며 나의 미래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과정 가운데, 온 열방을 향해 일하고 계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SYDNEY VISION TRIP 
호주비전트립

USA VISION TRIP 
미국 비전트립

CANADA VISION TRIP 
캐나다 비전트립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훈련

여러가지 팀별 체육 활동과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해 야외에서 체험하는 공동체 합숙 훈련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Presentation skill 훈련 프로그램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연구하여 대중 앞에 자연스럽게 represent 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꾸준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입니다. 팀 별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Group presentation”과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 조사 하여 발표하는 “Personal 
presentation”을 매달 시행합니다. 



다양한 캠프 활동

1. 꿈쟁이캠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 (사32:8) 라는 주제로 세상과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꿈을 실천시키는 Erom+ 의 대표이신 '황성주 박사님' 과 함께 하는 꿈쟁이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2. Cornerstone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라는 주제로 미국 인더갭 팀과 함께 하는 Cornerstone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3. 영어 품성캠프

미국 인더갭 초등 성품 교육팀과 함께하는 ‘영어 품성캠프’ 요리, 연극, 음악, 미술 등을 다향하게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품성을 재밌게 실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진로캠프

가슴뛰는 꿈찾기, 진로 캠프



5. 미국품성캠프 (Champions of faith)

미국 품성 훈련 기관에 함께 생활하며 8박 10일간의 영어 캠프

3. Science fair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부터 발표까지, 흥미로운 팀 프로젝트 시간 



6. 벧엘 특별 캠프

벧엘국제스쿨은 연 1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서 캠프를 떠납니다. BBQ 파티, 깊은 나눔과 교제, 
세포 하나 하나가 새롭게 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7.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 & 학예제

겨울 방학 전, 벧엘 온 가족이 모여 요리경연대회, talent show , 선물 교환을 하는 재밌는 파티 시간 



CUSTOMIZED TEACHING
- English 

- Major subjects (math, science) 
- 1:1 mentoring program

- 담임제도 tutorial class

특화된 1:1 맞춤형 커리큘럼 

전문적인 적성검사와 학습능력개발검사를 통해 정확한 개인별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1:1 맞춤형 학습 스케줄
이 주어집니다. 단기 , 중기,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이루어 나감으로써 학습 능력과 자기 주도 개발을 이루어
나가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진로 코칭과 체계적인 학습 컨설팅 또한 학생 한명 한명의 심리적 안정과 높은 효율의 학습 스타일을 만
들어 갑니다. 주 1회 Tutorial system , 담임 선생님과의 시간에는 학생의 정서적인 교감을 위한 영성 상담, 진로 상담, 개
인 학습 코칭이 이루어집니다. 



ELEMENTARY PART

초등생(Bethel KIDS) 특화 활동

- 어린이 영어 (Little Fox, Beginner Bible, 수학(캔캔), 사고&창의력(시찌다)
- 과학(실험) / 한자 / 미술 / 음악 / 악기 / 체육 / 창의재량 시간
- 아이들의 특성에 맞추어 연령/학년별로 고안된 최고의 프로그램
- 초등생 전용 품성 수업(In the Gap) 
- 초등생 전용 신앙과 양육, 키즈 목장

벧엘 초등생 (8-13Age)은

모든 벧엘국제스쿨 학생/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랑스러운 막내'로서 무조건적으로 '용납'받고 '수용' 받으며 '양
육'됩니다. 또한 적절한 부분에서는 '교훈'과 '훈계'를 받으며 '성품'을 연단해 나아갑니다. 특히, 수 십년간 '유치원&초등 자
녀교육의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더욱 더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든 수업과 프로그
램/커리큘럼들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DORMITORY

기숙사 시설

벧엘국제스쿨에서는 여러가지 상황들로 통학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남&여품성 훈련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 환경과 잘 짜여진 생활체계, 24시간안전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숙사가 잠을자고 휴식을 취하는 곳에서 끝나지않고, 모든 학생들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곳, 늘 잘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스스로의 성품과 생활 습관들을 가다듬고 서로 조언하며 서로의 품성이 개발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품성훈련소에서는

A. 매일 저녁 기숙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30분) 

B. 21세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매일 취침 전, 하루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동/English Bible, 감사나눔&감정카드, Bethel mens 등…) 

C. 매일 취침 전, 방별로 리더의 지시에 따라 감사나눔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D.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서도, 대학과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
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빨래 당번, 청소 당번, 기타 환경정리, 과제 케어, 모임 리딩, 시간관리, 품성관리) 

E. 사람들이 붐비며 세세한 케어가 힘든 기숙사는 자칫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벧엘국제스쿨 남/
녀 기숙사(품성훈련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입소할 수 있는 학생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전하게 지
낼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대비한 모든 프로그램과 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F.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벧엘국제스쿨은 이롬 황성주 생식(국제신도시지사)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생
활하는 기간 동안에 기숙사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합니다. 생식과 두유로 대체합니다. (하지만 2주에 1회 정도 
정해진 즐거운 야식 시간이 있습니다.) 

G. 알찬 주중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주말사생(금/토/일)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력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
업에 집중하여 유학을 준비하려는 학생, 집이 멀어서 가기가 힘든 학생을 위한 무척 좋은 선택이 됩니다. 



주 1회 실내 레크레이션 또는 한달 1회 야외 활동(등산, 축구 ...)을 통해  협동심과 창의력이 개발되는 시간  

아웃팅 outing



STUDY ABROAD PROGRAM

-검정고시 점수관리
 (최소 2등급 목표)
*평균점수에 따른 등급표를 참고

-학교별 수준차이
-평균 IELTS 5.5
               or
         TOEFL 90

-검정고시 합격증

STEP 2STEP 1
내신성적

(학교성적표)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
영어성적

(IELTS/TOEFL)

STEP 3

벧엘 국제스쿨의 유학 준비 과정

EAP, 랭귀지 어학 코스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학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영어 점수, 내신 점수를 관리하여 학생 개인별 진로에 맞게 진행합니다.

시드니 대학교_장학금 수여받는 벧엘 졸업생
(랭귀지코스 없는 유학)

검정고시 점수별 내신 등급표 
1등급 99점-100점

2등급 96점-98점

3등급 91점-95점

4등급 85점-90점

5등급 77점-84점

6등급 70점-76점

7등급 65점-69점’

8등급 65점 이하

HIGH SCHOOL/
HOME SCHOOL

FOUNDATION COURSE
COLLEGE 학위인정

UNIVERSITY

벧엘 국제스쿨 유학 대비 프로그램

필요한 점수 만들기 뿐 아니라, 바르게 살 수 있는 “live-well” 유학을 위한 철저한 준비 

유학 생활은 ‘나’를 여러 영역에서 개발시켜주는 좋은 기회이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품성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유학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 정서적, 신체적, 학습적으로 모두 진실되고 성실하게 준비된 군사로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벧엘 국제스쿨은 21세기 유학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를 돕는 공동체 입니다. 먼저 가서 땅을 밟고 
생활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교류와 유학을 가고 나서도 관리를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국제스쿨입니다. 



벧엘 국제스쿨의 유학집중학습 커리큘럼

-NIV 영어성경 

 (속청 코스)

-NIV Dication 

 자체 연구 개발  교재

-기본 문장 구조

-필사 (매달 한 권씩) 

-연상 암기법 (voca) 

-Cambridge 

 Grammar in use 

-Writing skills 

-Duo basic & Root 영단어 

-Matthew voca

-49 Characters

-Media회화

-Speaking test 

-Media class 

-Presentation

-IBLP 원서 시리즈 

-리더십 훈련 교재 시리즈

Basic Advanced Pro

말씀과 기본 영어 
실력을 한번에

탄탄한 기초 위에 
세우는 

Advanced English 
커리큘럼

영어 실력과 리더십을 
함께 훈련하는 

High level 커리큘럼

유학집중학습 영역별 커리큘럼
모든 학습은 그룹, 1:1 코칭, 자기 주도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생활회화
학과용어
토론영어

스피치영어 

구어 & 문어 

Academic 에세이 용어 

학과 전공 용어

생활회화

학교강의 적응 훈련 

맥락적 경청

학과 에세이

종류별 글짓기

대본/각본 만들기 

SPEAKING

READING

LISTENING

WRITING/
VOCABULARY



IN THE GAP

- 미국 공립 초등학교에서 하루 4시간 이상 품성 수업을 하며 개발되는 presentation skills
- Teaching partner와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수업연구를 하면서 얻게 되는 communication skills
- It’s not about teaching. It’s about learning.  가르치기 위해 배우는 10일간의 intensive 과정
- 미국 현지인들과 함께 기숙하며 얻게 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공동체 훈련

Chad and Alissa Christansen 
Founders of IN THE GAP ,Inc.

IN THE GAP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벧엘 국제스쿨과 연계된 리더십 프로그램_ IN THE GAP, Oklahoma, USA. 정식 국제 자격증 발급 과정

벧엘 국제스쿨 유학반 프로그램은 리더십 트레이닝의 일부로 미국 “IN THE GAP”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 session 당 3개월의 기간을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위치한 품성 교육 기관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어 학습 뿐만 아니라 리더십 향상,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받는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벧엘 졸업생의 IN THE GAP Internship 참가 모습

방과 후 초등학교 품성 강의 실습 모습_Boaz 강석현, Dan 정대한
 (2016 Fall session 참가)

방과 후 초등학교 품성 강의 실습 모습_Noah 최노아, Dan 김시은 
(2018 Fall session 참가)

방과 후 초등학교 품성 강의 실습 모습_David 오경준, Ojay 오주연 (2012 Spring session 참가)



ALUMNI INTERVIEWS

Dae Han Jung
Hillso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llege - TV & Media. Class of 2017

저는 2013년 9월 벧엘 국제스쿨에 입학하여 2016년 19살이 되기까지 벧엘 국제스쿨에서 품성훈련과 영성 그리고 NIV를 통한 영어실

력을 훈련하여 드디어 2016년 9월에 미국 인더갭 리더십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벧엘 국제스쿨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

시는 “품성훈련”과 인더갭에서의 강도 높은 품성훈련과정을 마치고 미국 방과후 초등학생들에게 품성의 정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

하는 과정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인더갭에서 가장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품성은 “시간엄수”입니다. 벧엘 국제스쿨에서도 아주 중요한 품성이라고 배웠던 시간엄수 성

품은 “존중”의 성품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라는 사실을 다시한 번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온유와 겸손 그리고 순종의 품성을 이곳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품성이자 배우기 가장 

힘들었던 품성을 벧엘국제스쿨과 미국 인더갭 리더십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소개해주시고, 인더갭에 올 수 있도록 4년동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신 부모님과 

무엇보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Seok Hyeon Kang
University of Technology in Sydney - Soft Engineering. Class of 2018

저는 17살부터 3년 가까이 벧엘 국제스쿨에서 예수님의 49가지 품성에 대하여 배우고 제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벧엘 국제스쿨을 알기 전까지 저는 품성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벧엘 국제스쿨을 통해서 품성의 중

요성을 알게되었고 특히 주연선생님을 통해서 미국 인더갭 리더십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인더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영어실력 향

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6년 9월에 인더갭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품성을 더 열심히 배우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자”, “영어실력을 더욱 향상시

키자”라는 목표와 열정을 갖고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정말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

님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벧엘 국제스쿨과 인더갭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품성들을 배우고 실천하여 삶의 변화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들 드립니다. 특별히 나를 벧엘 국제스쿨로 인도해주셔서 선생님들의 가

르침과 1:1 상담과 코칭을 통해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성장시켜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Kyongjoon Oh (21) 

University of Sydney - Medical Science. Class of 201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드니 대학교에서 Medical Sience 학과에 재학 중인 오경준이

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벧엘 국제스쿨에서 학생들의 학업적인 부분들 돕는 역할을 하

며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성장했습니다. 학생들과의 수업을 준비하면서 책임감과 보람을 느

꼈고, 이러한 자율적인 훈련과 섬김은 현재 대학공부와 생활을 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벧엘 국제스쿨에서는 학생들 사이

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과 삶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업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성장이 있을 것이라 기대됩

니다. 또한 벧엘 국제스쿨은 매일 오전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실력뿐 아니라 영성으로도 뛰어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

로 양육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한 역할과 이해적인 부분들을 주기적, 실시간적 상담과 학

부모교육을 통해 협력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벧엘 국제스쿨은 교과수업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그램, 매주 특별활

동, 리더쉽 MT 등을 통해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전인격을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Taehi Kim 

University of Technology in Sydney - Design & arts. Class of 2015

저는 지금은 ‘UTS 시드니 공과대학교 애니메이션과’에 재학 중인, 벧엘 국제 스쿨 졸업생 

김태희 입니다. 저는 벧엘 국제 스쿨 과정을 통하여 유학을 온 것도 기쁘지만 그곳에서 만

났던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했던 하루하루가 제겐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매일 오전 시간에 예배 할 때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 약한 부분과 아픈 부분을 공동체에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내보일 때에는 오히려 

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너무나 홀가분한 기분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한 부분들을 내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바보 같았지만, 

그 부분들로 서로 흠잡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배려해가는 모습들에서 스스로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무척 건강해졌습니

다.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벧엘 국제스쿨은 저의 단점들, 연약함 들을 끝없이 쏟아놓아도 그 부분들 때문에 함께 울어주시고감싸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원장

님과 선생님들이 계신 곳입니다.

Jinsung Jung  
Hillso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llege - Pastoral Care. Class of 2014

졸업생이라고 하기엔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주에 온지 이제 2년이 다 되
어가는데 벧엘 국제스쿨에서 특히 오주연 선생님께 배운 것들로 기초를 잡아놓은 덕분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벧엘 스쿨에서의 가르침이 기초되지 않았더라면, 영어뿐 
아니라 삶의 태도 또한 새로 배워야 했던 이 곳에서의 생활이 쉽지않았을 것이고 시작 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열심히 사는 것 이전에 정말 열심하 하나님을 믿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기반이되고 기초이고 전부입니다. 도전하세요 후배님들!

Juyoung Park 

Macquarie University in Sydney - Linguistic. Class of 2016

저는 고2 학년 말, 학교를 자퇴하고 유학을 준비하게 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벧엘 

국제스쿨의 프로그램을 통해 저의 미래 진로와 품성공부를 하면서 내면의 힘을 기르고 또 

학습적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도만 맞춰가는 학원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실

제적인 유학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또 외국 땅을 밟자마자 사용할 수 있었던 유용한 어

휘, 표현들을 미디어, NIV 영어성경을 통해 공부하고 또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

움은 상담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습 이전에 나의 심리상태와 나의 유

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자아성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살면서 잊지 못할 경험이자 축

복이었습니다. 여전히 공부할 것들과 성장해가야 할 품성 들이 존재하지만 , 배웠던 것을 

토대로 생활 속에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사명을 가진 유학

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Sieun Kim   
Hillso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llege - TV & Media. Class of 2019

저에게 벧엘국제스쿨이란 울림이 있는 곳입니다.제가 이전에 3년동안 다녔던 중국에 있는 
학교에서의 저는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불평이 가득한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와
서 바로 찾은 곳이 바로 우리 벧엘이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제가 느꼈던 것은 벧엘이 다
른 학교와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평생 동안 어떤 선생님도 믿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벧엘에서 1년동
안 품성교육을 받으며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제 
중심의 삶이 아니라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 알게 되었습
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1년 전과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 정말 놀랍고 뿌듯합니다.

이제는 그 동안 저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벧엘에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린 것처럼 졸업
을 한 후에도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되
기를 소망합니다.

Yeeun Kim   
Hillso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llege - Dance ministry. Class of 2018

벧엘국제스쿨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세상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 받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제 실력에 맞는 대학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
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벧엘에 
오게 되면서 얻게 된 큰 선물들이 있습니다.첫 번째 선물은 저의 꿈을 찾은 것입니다. 저
에게는 심장을 요동치게 했던 꿈들이 있었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하던 꿈들을 다시 찾을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셨습니
다.또 하나의 큰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려지는예배와 
기도회, QT나눔, 리더모임, 기숙사 생활… 등 크리스천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로서 준비되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벧엘국제스쿨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공동체이며, 엘벧엘의 하나님께서 주관하
고 계시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Garam Kim
University of Sydney - Biology . Class of 2017

벧엘 국제스쿨은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상처를 받은 이가 와서 자립심을 가
질 수 있는 곳, 배타적일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않는 사람도 다닐 수 
있으니 포용력이 큰 것 같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라 영어도 품성도 기독교적이지만 혐오
감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배우고 생활하기에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 예배에 참석하거나 하진 않지만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
에 배우고 알게된 성경 지식으로 크리스천인 엄마와 말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
인적인 성장으로는 공부뿐만 아니라 조금씩 사회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차츰 늘어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Hongjun Choi  
Chongshin University - Christian Education. Class of 2022

벧엘 국제 스쿨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망가진 상황이었는데, 아침의 채플과 큐티로 하나
님께 다시 나아 갈 수 있게 끔하는 벧엘의 환경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게 선생님들의 셀 수 없는 포용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내면의 상처를 
직면하고 고칠 수 있었고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벧엘국제스쿨에서 배운것처럼 앞으로의 삶속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Nayun Kim
Chongshin University - English Education. Class of 2022

벧엘국제스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변화와 성장’입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표정입니다. 벧엘에 오기 전에는 밝게 웃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사진을 찍어보면 활짝 웃고 
있지 않는 저를 종종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벧엘국제스쿨에서 2년간 훈련을 받으며 영, 혼, 육이 건강하게 성장하다보니 진심으로 기
쁜 미소가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다양
한 활동들을 하며 몸이 건강해지며 지식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품성훈련소에서 배우며 순종과 감사의 품성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훈련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비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함으로 20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집 벧엘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ungyeol Lee
Daegu University - Eyouth counselling welfare . Class of 2022

저에게 벧엘 스쿨은 치유와 성장의 장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국내외로 학교를  옮겨 다니며  저의 정체성과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중
학교 2학년, 벧엘을 입학하면서 삶의 방향과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선생님들의 강하신 믿음과 저희에
게 주시는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줄곧  마음의 그릇이 텅 빈  사람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벧엘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전인격적인 선생님들의 코칭
과 원장님의 상담을 통한 치유와 회복으로 마음의 그릇을 세상의 것과 절대적으로 구별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
었던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길과 채워주심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벧엘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곳이
라 생각합니다. 세상과 ‘다른’ 곳이 아닌 세상과 ‘구별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씻김받는 곳입니다. 저는 더 많은 다음 세
대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인 기숙사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
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더욱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STUDENT INTERVIEWS



Minhyeok Kim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ity - Counselling . Class of 2022

벧엘 국제스쿨은 저에게 있어서 성장과 치유의 장소입니다.  벧엘 국제스쿨에 오기전까지는 여러 상처들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닥쳐

올 때에 변명과 함께 회피하기에 급급했지만 여러 수업과 개인상담을 통해 점점 회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상황들을 스스로 인정하며 직

면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위로와 코칭을 통해 개인이 아닌 공동

체의 소중함과 순기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제 삶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알게 되어 상담을 통

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과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벧엘 국제스쿨에서는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

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쉽게 가지지 못하는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입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서

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아가페 공동체입니다. 

김소윤
Bethel International school - student. 

벧엘국제스쿨이란 성장과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던 초등학생 시절부터 19살이 된 지금까지 크고 작은 폭풍들도 있었지만 여전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
시는 선생님들과 동역자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훈련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드려지는 큐티와 예배로 각자의 영성을 그 
어느 곳 보다 잘 훈련 할 수 있는 곳이 벧엘국제스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개개인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에서의 홀로서기를 해야할 시기가 주어질텐데, 그 때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매일 매일 영적인 부분들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벧엘을 통해서 더 큰 세상으로 주님의 용사들을 훈련시켜 내보내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사랑안에서 훈련받고, 지금껏 배워온 여러 부분들을 전해주는 자가 되고싶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남다민
Bethel International school - student. 

벧엘국제스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3년 전,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누구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벧엘국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러한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조금의 편견없이 포용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던 선생님들
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스스로가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되며 정체성의 회
복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벧엘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예배와 큐티, 기도회, 동아
리, 기숙사,  단체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으며. 잊고 있었던 가족의 소중함까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벧엘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믿음, 사랑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하시는 공
동체이기에 매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비전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날마다 몸소 느끼고 있음에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벧엘국제스쿨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님의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벧
엘국제스쿨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STAFF INTERVIEWS

정예은 선생님

벧엘 국제스쿨은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훈련장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 하고 누군가를 섬겨본 경험이 없던 제가 여러가지 

리더십 훈련과 끊임 없는 섬김을 통해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부모님과의 잦은 마찰이 있었지만 스쿨

에서의 영적 훈련과 선생님들의 믿음생활을 보고 배울 때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쿨학생에서 졸업 후 상담실습생이자 간사의 입장으로 이 곳에서 훈련 받은지 3년정도 되었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아이들의 성

장과 변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센터와 연계되어 있어 학생들 개인상담 및 가족 상담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

한 수용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스쿨의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서로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워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드리고 영적인 성장 또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와 부모님이 벧엘국제스쿨을 통해 치유받고 성장하길 원하고 그 속에서 저 또한 배움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편효정 간사

벧엘 국제스쿨은 과거어 저처럼 관계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훈련장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관계에서 상처받고 어

려움을 느꼈던 아이들이 사랑으로 수용받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받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는 상처입은 치료자로서 서로를 진정으로 품

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벧엘스쿨의 학생에서 간사가 되기까지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

지 않으시고 상담과 1:1 코칭을 해주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기독교상담대학 3학년으로서 벧엘스쿨의 간사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됩니다.  벧엘스

쿨에서의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은 각 개인에게 부족한 품성과 실력들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

나님의 뜻을 이루기위해 준비되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치유와 성장을 있게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동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ALUMNI LIST 

2014 - 2015
Alumni 

Jinsung Jung - Hillso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llege_Pastoral Care 

Kyongjoon Oh - University of Sydney_Medical Science

Taehi Kim - University of Technology in Sydney_Design & art

2016 - 2017
Alumni 

Juyoung Park - Macquarie University in Sydney_Linguistic 

Daehan Jung - Hillso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llege_TV & Media

SeokHyeon Kang - University of Technology in Sydney_Soft Engineering

Junwoo Han - Hillso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llege_Worship 

Jungwoo Kim -  University of Technology in Sydney_Applied Physics

Garam Kim -  University of Sydney_Biology

2018 - 2019
Alumni 

Yeeun Kim - Hillso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llege_Dance

Sieun Kim - Hillso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llege_TV & Media

Choi Noah - University of Sydney_Business

Gahyun Kim - Macquarie University_Linguistic

2021 - 2022
Alumni 

Hongjun Choi   - Chongshin University_Christian Education

Nayun Kim - Chongshin University _English Education

Eungyeol Lee - Daegu University _Eyouth counselling welfare



이롬 플러스

ACSI (미국 국제 기독교 학교 연맹 회원학교) 

온코칭 & 심리상담센터

미국 In the gap 품성 교육 본부. 

Oklahoma city, 미국  

(주립 초등학교 인턴쉽 교사 프로그램)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강서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JAM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n)

GLDI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세계지도자개발원

Institute of Basic Life Principle , 

Head quarter, Chicago, 미국

ACC (Australia Christian College) 

PARTNERSHIPS

동명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공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