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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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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목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교장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법인이사

-그안에진리교회 담임목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교장 이태희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빛과 

어두움,’ ‘거짓과 진리’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

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

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인본주의 세계관’. 

바로 이 두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

질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

가 바로 ‘교육 영역’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올바른 

역사관’으로 무장시켜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일으키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교장

이태희 목사

GREETING
인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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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WILBERFORCE
 대한민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를 꿈꾸며

이태희 목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교장

이원화된 기독교 진리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1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

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

은 ‘구원론’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주론’,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우주의 모든 영

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란 개인의 구원 문제만을 다루

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모든 피조물 세계의 영적, 물

리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를 다스리고 있는 ‘총체적인 삶의 

체계’ 또는 ‘우주 보편적인 진리’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와 이 세상이 당면한 위기의 본질

은 우주 보편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파편화’ 또는 ‘이원

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교회 안에서 따르는 기준

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따르는 기준이 따로 있다. 기독

교의 진리를 종교적인 진리에 국한 시킨 채, 세상 속에서

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일종의 ‘영적인 분열증’

을 앓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 되어

지는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가정안

에서의 진리요, 사업장에서의 진리이며, 실험실 안에서

의 진리요 의사당에서의 진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

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창조

되었고,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고,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

기 때문이다.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창1:1)

는 선포로 그 문을 열고 있다. 이 선포가 성경적 세계관

의 뿌리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

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셨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

의 삶을 위한 도덕법을 함께 창조하셨음을 의미한다. 하

나님은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사회적 존재

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치사회적 원칙들을 주셨음을 

의미한다.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명

령에 따라 존재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모두 그분에게 속

한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만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하는 모

든 학문들, 예컨대 법학, 의학, 경제학, 정치학, 물리학, 

성악, 미술 등의 모든 주제에 있어 참된 진리,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예컨대 가정, 학교, 정치, 경제, 문화, 종

교 등 을 다스리는 법칙과 질서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의 계시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진정한 지식’이란 하나

님께서 피조세계를 구성하신 ‘법칙’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진정한 지혜’란 그 질서와 법칙을 우리 삶의 기

초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

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세상은 창조주에 의해 디자인되었고 설계되

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창조주가 정하신 피조세계의 

질서와 법칙들이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

로 ‘샬롬’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피조세계를 다

스리고 있는 신적 질서와 법칙의 본질을 확신하고, 그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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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법칙을 우리의 삶과 사회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회사를 경

영하고, 정치하고, 문화예술을 만들어 갈 때 이 세상 나

라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

이 절실한 것이다.

칼빈대학교의 코넬리우스 플랜팅어 교수

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롭다는 것은 현실을 알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

과 질서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에 대해 우리의 눈을 스스

로 가리는 것같은 어리석은 행위다.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는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공중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이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현실과 충

돌하게 된다. 현실에 눈을 감는다고 현실이 존재하지 않

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과 질

서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

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질서와 법

칙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아주 고통스러

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은 물

론이거니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진정한 번영과 샬롬을 

이뤄갈 수 있는 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

님의 창조 질서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가운데 회

복하는 일, 즉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 될 

수 있는 것이다. 

윌리엄 윌버포스와 노예 폐지 운동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역사적 사례가 바

로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정치인들이 주도한 노예 무

역 폐지 운동이다. 17세기부터 시작된 과학혁명, 이신

론과 계몽주의 등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던 기독교는 18세기 말부터 국

가 도덕 개혁을 위한 사회 참여 운동을 통하여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

예무역 폐지 운동이었다.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했던 인물이 바로 영국의 하원의원 윌리엄 윌버포스 

다. 

윌버포스는 1759년 영국 북동부의 항구도시 헐 에서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1768년 부친의 죽

음 후 잠시 백부의 집에 보내지게 된 윌버포스는 그곳

에서 감리교도였던 백부의 영향으로 복음주의적 신앙

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교도들은 감리교를 하

류 계층의 종교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손자가 ‘천박

한 감리교도’가 되는 것을 염려한 할아버지는 그를 다

시 집에 돌아오게 했다. 1776년 케임브리지의 세인트존

스 칼리지에 입학한 윌버포스는 그 곳에서 윌리엄 피트

, 토머스 기스번  

같은 장차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함께 할 동료들을 만나

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1780년에 자신의 고향에

서 당선되어 하원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1784년에

는 24세의 나이로 당시 잉글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구라고 할 수 있는 요크셔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는 정

치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때 가장 절친한 친구 윌리엄 

피트가 영국의 수상으로 지명됨으로서 그의 정치적 입지

는 더 없이 탄탄해지게 되었다. 

1784년, 요크셔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윌버포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회심’ 사건이

 대한민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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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윌버포스 누이의 건강이 

악화되자 요양을 겸하여 프랑스 해안으로 여행을 떠나

게 되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이런 여행에 나설 때

는 여행 가이드가 필수였다고 한다. 특별히 가이드는 대

부분 학식이 풍부한 학자들이 맡곤 하였다. 아담 스미

스 같은 대학자도 교수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보장

해 주었던 가이드 일을 통해 수입을 올리곤 했다. 윌버

포스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목이었던 아이작 밀

너 를 여행의 가이드로 초청하여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 여행 기간 내내 밀너의 ‘복음

주의적 세계관’과 윌버포스의 ‘세속주의적 세계관’이 충

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행 내내 다투었고, 밀너의 설

명은 윌버포스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다가 

윌버포스는 우연히 일행 중 한 명이 들고 일던 필립 도

드리지 의 <인간 영혼 속의 종교의 

부흥과 발전>  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윌버포스가 이 책에 관심을 보

이자 밀너가 같이 읽어 보자고 제안을 했다. 이 때 국내

의 급한 현안 때문에 윌버포스가 귀국하게 되었는데 밀

너는 굳이 동행하여 독서 토론을 이어갔고, 나중에 윌버

포스는 밀너와 이 책을 읽었던 것을 그의 회심의 중요한 

계기로 여기게 된다. 

1785년 11월, 윌버포스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세상을 버려야 하며 중간지대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윌버포스는 정계를 떠나 성직자가 되어야 하겠

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고민과 결심 끝에 윌버포스는 <나 같은 죄인 살리

신>의 작사자이자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존 뉴턴

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존 

뉴턴은 윌버포스가 정치계를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1787년 10월28일, 윌버포스는 일기장에 그의 

구체적인 인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

것은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노예무역의 폐지와 도덕개

혁은 처음부터 분리될 수 없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

였다. 윌버포스는 이 과업을 혼자서 하지 않고 비슷한 

생각과 의무감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 진행하였다. 1797

년 윌버포스가 런던 근교의 클래팜에 위치한 헨리 손턴

 의 집으로 이사한 후, 그를 따라 그

의 정치적, 종교적 동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영국 정치사에서 ‘클래팜 파’라고 불리는 복음주의 정치

가 무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거

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 노예 무역이 영국 경제에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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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노예 무역 폐지는 곧 

국가적 자살 행위로 간주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의 인식 속에는 노예 제도가 불의한 제도라는 인식 자체

가 희박했다. 그렇다면, 윌버포스를 비롯한 클래팜 파들

은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박해에도 불구하

고 노예 폐지를 위해 헌신했던 것일까? 그 주된 동기는 다

름 아닌 복음주의 교리에 내재된 성경의 반노예적 가르

침 때문이었다. <대서양 노예무역과 영국 노예무역 폐지

운동> (1975)의 저자 로저 안스티 에 따르면, 

18세기 프로테스탄트 부흥운동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믿었던 사람

들은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노예들의 물리적 구속 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노예제도를 이전처럼 무

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없게 되었고 그중 일부가 노예제

도에 반대하는 주장과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윌버포스가 주도했던 노예 무역 폐지 운

동은 18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

다. 기계적 우주관과 이신론의 영향으로 일반인의 심성

에 끼치는 영향력을 상실해 가던 유럽의 기독교가 18세

기 초중반에 일어났던 제1차 대각성 부흥운동으로 수세

에서 벗어났다면, 18세기 말 영국의 복음주의 정치가들

은 기독교적 가치를 보편적 윤리로 내세워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려 노력함으로서 복음주의적 교리와 성

경의 가르침을 공적, 사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18세기 복음주의자들이 주도했던 노

예무역 폐지 운동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예 노동’에 의

존하던 산업을 ‘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꾸었으

며, 무엇보다 영국인들의 도덕적 가치관에 큰 변화를 가

져온 점에서 사회전반에 걸친 혁명과 같은 사건이었다. 

영적 각성 운동과 사회 개혁

현재 대한민국은 확실히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경제

적인 문제는 물론 정치사회적인 혼란과 이데올로기의 대

립은 극에 달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도 심

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성장의 가도를 달리던 

한국교회는 이미 오랜 전에 양적, 질적으로 침체를 맞기 

시작했다. 무서운 세속화의 물결, 이데올로기의 대립, 이

단과 사이비 종교의 극성, 이슬람 세력의 위협 등으로 대

한민국과 교회는 극심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총체적인 위기의 해결책은 위로부터 임하

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영적인 대각성 운동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철저한 

영적 각성만이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대로 역사는 ‘도전

과 응전의 법칙’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놀라운 ‘영적 각

성’과 ‘사회 개혁’은 언제나 깊은 흑암과 절망의 때에 시

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중세 시대의 영적 암흑 가운데

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다. 계몽주의가 서구를 가로질러 

합리주의와 세속주의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께서는 연속적으로 놀라운 영적 각성운동을 보내주셨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세기말부터 진행된 민족

적 위기 속에서 이 민족과 교회를 살린 원동력은 영적 대

각성운동이었다. 1903년 원산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

흥운동, 그리고 1909년 백만인구령운동 등 20세기에 접

어들면서 불어 닥친 놀라운 영적 각성운동은 개인의 회

심은 물론 놀라운 사회개혁을 일으키며 한국 근대화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다. 마치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이 

미국의 독립운동의 정신적 틀을 제공했던 것처럼 말이

 대한민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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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근대화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 각성의 결실이었다. 

영적 대각성운동이 임하면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시대

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도덕적 문제

가 함께 해결된다. 예를 들어, 노예문제, 마약문제, 성문

제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들이 치유된다. 윌버포스의 사

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영국에서는 웨슬리 부흥 운

동을 통해 노예 문제, 감옥 문제, 교육 문제가 해결되었

다. 미국에서는 2차 대각성 운동이 전개되면서 노예제

도가 폐지되었고, 미성년자들의 노동이 금지되었다. 영

국복음주의 부흥운동을 통해 실제로 정치 사회적인 문

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목도한 존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

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단순한 거룩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룩함

이다.” 정치 사회적인 변혁과 갱신은 공동체의 영적 각

성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의 가르

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미국 남북전쟁기간 남군 

가운데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극

복 시켜 준 것처럼 이 땅의 부흥만이 분단과 대립의 한

반도를 하나 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길을 준비하는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필자는 2015년에 12명의 청년들

과 함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름을 따서 ‘윌버포스 아카데

미’를 창립했다. 2016년에는 그안에진리교회를 창립하여 

이 땅에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

다. 윌버포스 아카데미는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적 세계관

으로 무장시켜 이 세상의 7가지 영역, 즉 정치, 경제, 문화, 

가정, 미디어, 교회, 교육 속으로 들어가 ‘통일한국’, ‘선교

한국’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단체다. 특별히 윌버포스 아

카데미는 현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세계관들, 즉 세

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마르크스 세계관, 포스트모던 세

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이슬람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

의 차이를 공부하며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현상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분별하고, 더 나아

가 성경적 관점에 입각한 대안들을 제시하며 세워가는 것

을 그 사명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윌버포스 주니어 아카데미

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윌버포스 유스 아카데미

를 시작하여 우리의 다음세대들을 성경적인 지성과 기도

의 영성으로 무장시켜 이 땅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

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이 시대의 윌버포스로 양육하는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윌버포스 아카데미 사역이 모체가 되어 비로

소 2021년 9월 크리스천 대안학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을 개교하게 되었다. 마치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

의 노예제도 폐지를 이뤄냈듯이,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

쿨”을 통하여 21세기 최악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의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우리

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대한민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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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STATEMENT
사   명   선   언   문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성경적인 지성과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시켜, 

이 세상의 7가지 영역 즉, 정치, 경제, 문화, 가정, 미디어, 교회, 교육 속에서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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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PHILOSOPHY
교   육   철   학

성경적인 지성 Intelligence핵심가치

교육목표

탁월한 이중 언어 능력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변증한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

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 7:22

01

논

변

수사 변증

논리언어능력

12

VS
성경적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진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거짓 사상과 철학, 세계관들을 분별하여 오직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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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영성 Spirituality핵심가치

교육목표 기도와 말씀, 예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영성

의 사람으로 거듭 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

음이라”  창세기 49:23-24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경건의 삶, 헌신의 삶, 순결한 삶

을 살아간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8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별하고, 국제 정세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확히 진

단하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또한 독서, 토론, 논술, 스피치 훈련과 

소명, 은사, 성품 훈련 등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간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

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1:17

교 육 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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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들어가 Into the World

통일한국, 선교한국

Unification & World Mission

핵심가치

핵심가치

교육목표

교육목표

구제와 선행, 전도, 선교 등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다

하도록 힘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계사, 교회사, 한국사의 

통합적 관점의 역사 인식을 함양하여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시대적 사명을 감

당하는 일꾼으로 성장한다. 북한을 자유케 하여 통일한국을 이루는데 동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선교 한국의 비전을 갖는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

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이사야 49:6

14

03

04

교 육 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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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군대 Army of God핵심가치

교육목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및 문화들과 

마땅히 충돌하여 싸워 이기는 영적 군사학교로 발돋움한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

라” 에스겔 37:10

15

05

CHANGE THE WORLD
WITH

CHRISTIAN WORLDVIEW

교 육 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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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교   육   과   정

초등 1-5학년 사고력 중심 고전 인문 교육과정

Biblical Theology, Worldview, 고전 인문,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 배우는) 역사

초등교과 전 과정 공통 기본 교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제2외국어 등

『초등과정』은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훈련하는 단계

모국어를 활용한 초등 기본 교과 수업

독서 (읽기+쓰기) 교육강화

실용적인 영어교육

다양한 제2외국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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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6-8학년 학습중심 이중 언어 교육과정

Biblical Theology, Worldview, 고전 인문,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 배우는) 역사

중등교과 전 과정 공통 기본 교과

국어, 영어, Natural Science(수학, 과

학), 체육, 역사와 문화, 역사와 사회,

역사와 윤리, Choir, Visual Art, 

Computer Science 등

『중등과정』은 영어를 

교과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언어와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단계

영어, 수학교과 level 별 원서 수업

일부 교과 영어융합 수업 
(CBI: Content-Based Instruction 교수법)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토론식

(말하기) 수업

교 육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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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 Bio, English, 

Algebra Asian Studies or 

Geography Chem, US History, 

Physics, AP Lit Pre-calculus,

World History Calculus,

Government, AP Lang Environ-

mental Science AP Psychology, 

AP Economics P.E, 

Visual& Performing Art 등

교 육 과 정

고등 9-12학년 진로를 위한 AP 교육과정

Biblical Theology, 

Worldview, 고전 인문,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 

배우는) 역사

고등교과 전 과정 공통 기본 교과

『고등과정』은 국제 AP

교육과정으로, 학문과 

진학의 폭을 넓혀 국내 및

국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

전 과목 영어 원서수업

성경적 교과 활용과

언어 능력 심화 과정

실용적인 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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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S CORE SUBJECT
핵   심   교   과

True Worship

Worldview

영성 교과

지성 교과

주 1회 깊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의 자녀 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

인하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대에 거

짓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보호

하고 철학, 사상, 세계종교 등 

더 깊은 학문적 이해가 있는 

성경적 지성의 시간

침묵 기도

고전 인문

매일 아침 30분 침묵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1:1 교제

인문 교양교육과 독서 훈련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

적인 사고방식을 키울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해답임을 알아

가는 수업

Computer Science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배우고 

컴퓨터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로서 

다루는 시간

Visual Art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한 도구와 기술로 

표현해내는 수업

B.T Biblical Theology

역사

Natural Science

교사와 학생이 다 함께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영성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

을 믿고,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대한민국의 사명과 

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나가

는 수업

수학 ‧ 물리학 ‧ 화학 ‧ 생물학 ‧ 
지구 과학 등 자연 현상의 법칙

을 창조론적 관점으로 배우고 

학문적 기초를 쌓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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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TION
후   원   안   내

정기후원은 [홈페이지]-[후원 안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내 후원

은행명   KEB 하나은행

계좌번호  374-910034-11004

예금주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해외 후원

Bank   KEB HANA BANK

Swift Code  KOEXKRSE

Acocount Number 374-910034-11004

Recipient:   WILBERFORCE CHRISTIAN SCHOOL

Address:   031-61 26, Ujengguk-ro, Jongno-gu, 

   Seoul, South Kore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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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연   락   처

21

*각 온라인 채널에서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cschool.co.kr

Youtube

Facebook

KakaoPlus

SNS

전화번호  02-598-0691

E-mail  wcs.inform@gmail.com



22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LOCATION
오   시   는   길

버스 이용 시

-뱅뱅사거리. 우성아파트 하차  (정류소 번호 : 22125, 22126)

-마을버스 : 서초03 -간선버스 : 340, 461, 641 -지선버스 : 3012, 4319

지하철 이용 시

-3호선 양재역 2번 출구로 나와, 뱅뱅사거리 방향으로 500M 직진 후, 좌측으로 100M 직진

-신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로 나와, 뱅뱅사거리 방향으로 600M 직진 후, 우측으로 100M 직진

자가 차량 이용 시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101, 조이빌딩 B02

-주차 가능 (주차 타워)

-각종 내비 및 지도에서 위치정보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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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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