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NEWS LETTER '민들레'
"Go, then, to all peoples everywhere and make them my disciples." Matt 28:19

Aug 25, 2011
Vol. 6 / No. 14
MISSION STATEMENT

●

Letter from EVP

사랑하는 선지생도 여러분!
마태복음 13 장 52 절에 “새것과 옛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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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옛것”은 불변하는 진리들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버리면 안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성육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육체적 부활, 승천,
통치하심,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등을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되게
“옛것”을 수호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새것”은 성령님께서 시대마다 요구하시는 새로운 말씀이해, 사고방식, 신학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것”에 해당되는 신학의 분야에는 선교학, 변증학, 상담학, 목회학, 리더쉽,
창조과학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GMU 는 선지 생도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옛것”과 “새것”을 잘 내어오는 집주인 같은
“천국의 서기관들”로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GMU 는 M.Div. 과정에 6 개의
강조(emphasis)분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변증학. 선교학. 리더쉽. 창조과학. 교회음악.
상담학입니다. 그 분야의 과목을 5 개 이상 이수하면 Emphasis 를 인정받게 됩니다.
저는 더 많은 GMU 생도들이 KISS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한국 국내 학술지를 구독하시고
DBPIA 사이트에 들어 가셔서 신학 e-book 들을 읽기를 바랍니다. KISS 나 DBPIA 에
접속하는 방법은 구자혁 행정처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세미나는 9 월 15 일에 열림).
GMU 는 4 층 도서관을 잘 정리하여 생도들이 장시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5 명의 학생이 동시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4 층 도서관에 2 대, 3 층 도서관에 5 대,
2 층 도서관에 1 대 도합 8 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생도들의 자료검색과 숙제 인쇄등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늘 승리하시는 우리 GMU 선지생도님들이 되시길 기도 드리며 개강 및 입학 인사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총장/CEO 최규남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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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begotten’되셨다는 표현은 이렇게도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신학논단

니케아신조에서 “begotten”의 표현이
왜 중요한가?
이창수 전도사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AD325년
니케아회의에서 기독론의 기본을 확정하였습니다.
니케아신조에 나오는”begotten”이라는 말은 현대 영어에서
는 잘 안 쓰이는 용어지만 ‘낳다,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낳는다는 것은 같은 본질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니케아신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begotten’ 되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create)하신
물질로
만들어진(formed)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created)
하셨으니”라고 했으며, 2장 7절에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formed)”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시작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니케아신조에서 여러 번 반복, 강조되고 있는 ‘begotten’
표현의 함축된 의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이시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AD381년의
콘스탄티노플신조에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육신하셨다는 문구가
첨가됩니다.)
니케아신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질이란 말을 하나님과 한
본질이라고 표현 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And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begotten of
the Father the only-begotten, that is, of the essence
of the Father, God of God, Light of Light, very God
of very God, begotten, not made,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나 그 근본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질인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라고 하셨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형상은 하나님과 닮았으나(생기를
불어넣으셨으므로), 하나님(혹은 예수님)과 같은 본질의 존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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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아회의에서는 논쟁 끝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begotten’되시어 하나님과 한 본질로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을 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채택 됨으로써 기독론의 기본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예수님은 시작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였던 아리우스 는 정죄 당하고
유배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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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U School News
1. 2011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GMU는 AB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및 TRACS(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Office) 에서 인준된
복음주의 신학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International Students에게 (Form I-20)를
발행해 드리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강의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소개 바랍니다. (학교홍보: 생명의 삶 8, 10월호)
2. 2011 Fall 가을 학기 수강 등록
2011 가을 학기 수강 신청을 학기 일정과 시간표를
확인하시어 수강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과목별 소개 및 안내는 학교 GMU 강의 관리
시스템 http://moodle.gmuedu.org 에서 Fall 2011
Syllabus and Book List (실러버스 및 교재 리스트) 에
각 과목별 실러버스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ug 19 (Fri)이후에 등록하시면 Late Registration
Fee $20 이 적용됩니다. 일정을 확인하시어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011 가을 학기 개강 예배
GMU 2011 가을 학기 개강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GMU 신입생, 재학생 및 교수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일자: 2011년 8월 25일 목요일
-시간: 오후 7시
-장소: GMU 채플실 (미라클센터 203호)
4. Mission Statement (학교 사명선언) 설문 참여
학교 학업 인정 과정으로 학교 사명 선언(Mission
Statement)에 대한 학생, 교수, 졸업생, 관련 모든
분들이 참여해야 하는 설문이 준비되었습니다.
비치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신 후 학교 전자
메일(gmu@gmuedu.org) 혹은 학교 팩스(714-5250089), 온라인 설문 접수 페이지를 이용하여 8월
30일까지 모두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ABHE 및 TRACS 정회원을 인준
받기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모두 참여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통신 학생분들은 반듯이 작성하시어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5. 유학생 CPT, OPT, SSA 안내 및 이민법 세미나 안내
GMU 유학생 비자 학생들에게 필요한 SEVIS 업무와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회 및 유학생이
알아야할 비자 및 이민법 설명회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학생 여러분은 필수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못 참석하는 경우 가족,친지,친구가 꼭 대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 2011년 9월 6일 화요일 (오후 3시)
-장소: 317 호 강의실
-3:00-3:30 : SEVIS 준수 및 유의 사항, CPT,OPT
(허동현교수)
-3:00-4:00: CPT,OPT, 쇼설신청 및 Tax Return
절차와 이해 (구자혁 행정처장)
-4:00-4:30:유학생이 알아야 비자 및 이민법
(김한주 이민법 변호사)
6. 2011 가을 학기 신입생 환영회
2011 가을 학기 신입생 환영회를 학생회 주최로
다음과 같이 개회하오니 모든 신입생은 꼭 침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2011년 9월 13일(화) 저녁7 시 00분
-장소: 미라클 센터 203호 채플실
7. GMU 강의 시스템 사용법 및 E-labrary 사용 설명회
개최
2011 가을학기를 맞이하여 신입생 및 기존
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GMU- 강의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용법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신입생은 반듯이 참석 하시고 또한 교수님,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2011년 9월 15일(목)4시 (317 강의실)
-준비물: 개인별 노트북
8. 학생증 및 도서관 ID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하시어 도서관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사진이 없으신 분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GMU 도서관 컴퓨터 및 제1도서관 재 배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향상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학생분들 중 도서관 보조로 자원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일정과 시간은 행정처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GMU 도서관 학기 중 운영 시간 안내
*월,화,목 : 오전 10:30 -오후 10 시
*수, 금 : 오전 10:30 - 오후 5 시

2011 학생회 임원 소개
회 장: 김영환
부회장: 육정모(대학원), 고대순(대학부)
총 무: 정기덕(대학원), 이창석(대학부)
회계: 김원자
서기: 박수한
Team mother: 선세리(대학원),장재정(대학부)
예배: 정홍규
고문: 함완구, 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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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U 후원자 명단

2011 가을 주요 학사 일정
Faculty Development Day

- Aug 25 (Thu, 5:00 pm)

후원교회

Fall 2011 Opening Chapel - Aug 25 (Thu, 7:00 pm)
New Student Orientation

- Aug 25 (Thu, 8:30 pm)

New Student Bible Test

- Aug 25 (Thu, 9:00 pm)

Beginning of Regular Classes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사랑의 빛 선교교회 (최혁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미주비젼교회 (이서 목사)
샌디에고갈보리교회(김상민 목사)
예수사랑은혜교회(하만진 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 목사)
생수의 강 선교교회 (안동주 목사)
갈보리복음교회 (이달은 목사)

- Aug 29 (Mon)

Last day to Register Fall 2011

- Sept 2 (Fri)

Last day to Add / Drop Fall 2011 - Sept 11 (Fri)
Fall Break (Reading Week)
Thanksgiving Holiday

- Sept 19(Mon)-23(Fri)

후원자
염동해, 이창수, 이순옥, 조원재, 한미령, 문정임, 박혜숙,
김기화, 무명, EV Univ 등

- Nov 24(Thu, 목요일만 휴강)

Final Examination Week

- Dec 12(Mon)-15(Thu)

Fall 2011 Closing Chapel

==============================
이외 간식과 책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
및 학생,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GMU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Dec 13((Tue)

(Chapel Room, 7:00 pm)
Last day of Grade

(Apr 13 – May 17, 2011)

- Jan 8, 2012 (Sun)

GMU 후원금 약정서
GMU를 후원하시기 원하시면 다음 항목을 작성하시어 학교 FAX(714-525-0089) 혹은 학교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명 :

직분 :

교회 명:

전화 번호 :

전자메일:

주소 :
후원 방법: ( ) 일시불로 후원합니다. ( )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합니다. (
후원 금액: ( ) 일시불 $

.00 (

) 매월 $

.00 (

Credit 카드 정보: 카드 소유자명 :

) 몇 회에 걸쳐 후원합니다.

)6월 단위로 $

카드 번호

GMU 재학생과 Staff들이 함께 기도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정보와 같이 GMU 후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명

4

날짜

/

/

.00 (

)1년 단위로$
유효기간

.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