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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EVP

GMU 도 세계 선교의 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지생도 및 GMU 가족 여러분께:
저는 이번에 ㅈㄱ의 세 도시를 돌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돌아 왔습니다.
(1)
ㅈㄱ선교 10 년차인 ㅅㅎ의 박목사님은 지난 4 년간 매 3 개월마다 한번씩 10 일 동안
10 여명의 C 국 ㅎ족 & 소수민족 신학생들을 자기 아파트에 초대하여 조용하게 합숙하며 GMU
신학교 강의를 전달해 주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 뻔 한 학생들을 복음주의 신학으로 잘 붙잡아 주고
이번에 M.Div.학위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M.Div.를 받은 7 명의 학생들은 이미 C 국 3 자
교회의 지도자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5 억 인구를 위해 1 년에 100 명도 안 되는 M.Div.를
배출하는 C 국 전체에 이번에 GMU 에서 M.Div.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은 아주 신선한 성령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풍부한 학문적 소양과 영적
능력을 갖추어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고, 전도하게 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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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지난 16 년 동안 14 번 C 국을 왕래하며 여러 ㅈㅅ족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이번에 ㅂ경에서 세 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그 동안 C 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ㅈㅅ족
목사님이 열 세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C 국
동포노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장 국제총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연로해 지시거나 다른
이유로 C 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결국 이분들이 C 국노회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장 국제총회
C 국동포노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ㅈㄱ선교 10 년차에 들어선 ㅈㅊ의 김목사님은 ㅎ족 학생들을 아주 엄격하게 선별하여
학사학위 과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ㅎ족 청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남학생 4 명과 여학생 8 명이 수도사처럼 아파트 꼭대기 층에 은거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창세기 강해를 하니까 너무나 놀랍고 흥분되어
밤에 잠도 안자고 토론하고 공부하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열심히 중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DVD 로 공부하는 12 명의 M.Div.
과정 학생들 중에는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서 강의에 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ㅈㅊ 신학교는
C 국어로 번역된 GMU 교과서와 신학 서적들을 아주 많이 확보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헬라어
수준은 본교와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지생도 및 GMU 가족 여러분! 기도로 동역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선지생도 및 GMU 가족 여러분이 기도로 동역하셨으니 나중에 하늘에 큰 상급이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큰 칭찬 받으시는 우리 GMU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기엔 늘 부족한

최규남부총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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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Fall 가을 학기 기도회
-시간: 2011년 9월 30일(금)- 10월 1일 (토)
-장소: 은혜 기도원
-특별순서: 한국 GMI 선교사 훈련원생들과의 친교
바비큐 파티
참여 하신 모든 교수님, 학우 여러분 에게 감사 드리며 특히
행사를 학생회 임원진 및 GMI 선교사 훈련원생에게 감사
드립니다.
학생회장 김영환

예배를 드린 후 다 함께 단체사진

비젼 나눔과 친교

바비큐를 함께 준비하며

찬양과 경배로 함께 시간을

GMI 선교사 훈련원생과 함께 식사
김현완 목사님의 설교 말씀

허동현 교수님의 특별찬양

2

GMI 선교사 훈련원생과 함께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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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U School News
1. 2011년 10월 10일 학교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월10일 월요일에 GMU
총장님이신 김광신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시지만 귀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참여하신
재학생, 졸업생, 교수, Staff, GMI 관계자 여러분 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시간: 2011년 10월 10일(월) 저녁7:00예배
(말씀: 김광신 목사님)
-예배 후 식사 (모든 순서는 9:00pm 에 마침)
-월요일 첫 시간 수업은 7:00pm에 마침,
두 번째 수업은 9:00pm에 시작
-화요일 (10월 11일) 학교예배는 생략합니다.
2. 2011 Fall 가을 학기 기도회
2011 가을학기 학생 기도회를 은혜 기도원에서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적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준비하신 학생회에게 감사 드리며 특히
GMI 선교사 훈련원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행복한
나눔이 되었습니다.
-시간: 2011년 9월 30일(금)- 10월 1일 (토)
-장소: 은혜 기도원
-특별순서: 한국 GMI 선교사 훈련원생들과의 친교
바비큐 파티
3. 2011 남가주 신학대학 체육대회
2011남가주 신학대학 체육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재학생 및 졸업생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꼭 참석 하시여 학교
발전과 응원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비는 무료, 점심
바비큐)
-시간: 2011년 10월 22일(토) 오전 9- 오후 3시
-장소: Ralphs Clark park
(8800 Rosecrans Ave. Buena Park, CA 90621)
-주요경기: 피구, 족구, 배구 등
4. 학위인정 (ACCREDITATION) 진행 안내
현재 GMU 에서는 미국 교육부(Dept. of Education) 정식
학위인정 기관인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및 TRACS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Office)의 Candidate
member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학위인정(Accreditation)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TRACS Full Accredited 인준: 2012년 4월
-ABHE Full Accredited 인준: 2013년 2월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Candidate Accredited 인준: 2012년 6월
5. TRACS Staff 방문 (10월24일)
TRACS Full Accredited 인정을 위한 TRACS STAFF 방문이
10월 24일 (월)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6. 학교 서식 다운로드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학교 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서식 및 온라인 신청을 할수
있는 페이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입학관련 서류 및 장학금,
재정, 등록금 납부 관련, 학기 등록 및 ID신청, 졸업, 휴학,

성적정정신청, 1098 T- Tuition Statement 신청 등 다양한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학교홈페이지=>Admission=> 서식 다운로드
-http://www.gmuedu.org/Admin_forms.html
7. 홍보용 다큐영상물 제작
2011 가을 학기를 맞이하여 GMU 학교 홍보용 다큐영상물
제작을 김현철 교우님이 기획, 제작 중에 있습니다. GMU의
미션과 사명이 영상물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8. 도서관 멀티미디어 및 라운트 테이블 설치
GMU 도서관에 DVD 멀티미디어 스테이션을 1관 도서관
1층과 2층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1관 2층에 15명의 학생이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을 설치하였습니다.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직접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1관 1층 도서관에 검색 및 프린터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검색용 컴퓨터 3대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을 위한 학생증 및 도서관 ID카드를 발급은
ID신청서를 작성 하시어 도서관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사진이 없으신 분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GMU YouTube 업데이트
학교 행사 및 활동을 동영상과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코너로 GMU YouTub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http://www.gmuedu.org) 하단의 YouTube
메뉴를 클릭하시면 YouTube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 및 YouTube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편집, 관리하실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행정처장)
9. 학생소개 무료강의 수강 혜택
GMU학생을 소개하는 학우 및 동문 여러분들 에게
감사의 표시로 재학생인 경우 1과목 무료 수강 및 일반인
경우 2과목을 무료로 청강할 수 있는 수강 혜택을 드립니다.
GMU에 많은 선지생도가 올 수 있도록 많은 소개 및
신청바랍니다.

GMU 후원자 명단

(Aug 26 – Oct 10, 2011)

후원교회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사랑의 빛 선교교회 (최혁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미주 비젼교회 (이서 목사)
샌디에고 갈보리교회(김상민 목사), 예수사랑 은혜교회(하만진 목사)
에브리데이 교회 (최홍주 목사), 생수의 강 선교교회 (안동주 목사)
갈보리 복음교회 (이달은 목사)

후원자
염동해, 이창수, 조원재, 한미령, 문정임, 박혜숙, 박성민, 무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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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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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및 2012 학기 학사 일정

SEVIS 유학생 업무 준수사항

Thanksgiving Holiday

2011년 가을학기 현재 GMU의 Active 유학생은 50명으로, GMU가
I-20발급 기관인 SEVIS에서 지속적으로 맴버십을 유지하며, 온전한
유학생 업무처리를 위해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즉
학생들의 각각의 원하는 시간과 사정을 모두 다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인식하시고, 다음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Nov 24(Thu, 목요일만 휴강)

Final Examination Week

- Dec 12(Mon)-15(Thu)

Fall 2011 Closing Chapel

- Dec 13((Tue) (7:00 pm)

Last day of Grade

- Jan 8, 2012 (Sun)

*Year 2012
Online Registration (Website) - Jan. 9 (Mon)

1.모든 업무 처리 기간 (business day)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시간 (예,I-20발급은 신청서와 모든 서류 제출 후 만 이틀 후
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학생들의 신분과 직결되는 업무에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함과, 둘째, SEVIS담당교수의 강의과목시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신이 신청하는
유학생 관련 업무처리 시간 및 기간을 유념하여 (유학생 핸드북에
명시됨, 학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상담 및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he Study of the Bible Land - Jan. 10-13 (Mon-Thu)
Preaching Practicum - Jan 23 -27 (Mon-Thu)
(2:00pm -10:00pm) (어성경이 읽어지네 – 이애실 사모)
Personal Registration Counseling- Jan 30(Mon)-Feb. 2 (Wed)
Faculty Development Day

- Feb. 2 (Thu) (5:00 pm)

Spring 2012 Opening Chapel

- Feb. 2 (Thu) (7:00 pm)

New Student Orientation

- Feb. 2 (Thu) (#317, 8:30 pm)

New Student Bible Test

- Feb. 2 (Thu) (#317, 9:00 pm)
2.유학생 업무상담 및 일 처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First day of Classes

- Feb. 6 (Mon)

Last day to register Spring 2012

- Feb. 10 (Fri)

월요일

오후 8:30까지

Last day to Add / Drop Spring 2012 - Feb. 17 (Fri)

화요일

오후 4:00까지 (매월 1, 2 째주)
오후 5:00까지 (매월 3, 4 째주)

목요일

오후 8:00까지

Spring Break (Reading Week)

- Mar. 19(Mon)-22(Fri)

Spring 2012 Closing Chapel

- May 22 (Tue) (7:00 pm)

Final Examination Week

- May 21(Mon)-24(Thu)

Commencement

모든 학생 및 스태프들께서는 위의 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un. 7(Thu) (Vision Center, 7:00 pm)

Last day of Grade

- Jun. 16 (Fri)

Dong Hyun Huh, Ph.D.
SEVIS D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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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