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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EVP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드려야 할 이유들을 늘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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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GMU 선지생도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사행정팀을
크게 복주셔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도서관 이용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Evangelia University 의 신현국 총장님과 스테프들이 우리 GMU 를 방문하시고
고신대 도서관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에반겔리아 학생들은 우리 GMU 도서관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고 우리 GMU
학생들은 에반겔리아 도서관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GMU 가족은 KISS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한국 국내 학술지를
구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BPIA 사이트에 들어 가셔서 전산화 된 신학 책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KISS 나 DBPIA 접속 암호는 김현완 학장님이나 최혜산
사서님 혹은 구자혁 처장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늘 승리하시는 GMU 선지생도님들이 되시길 기도드리며 민들레 글을 이만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규남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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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봄학기 신입생 명단
대학원 (19명)

이종옥

신지혜

장영미

최금순

이재정

안미자

한현숙

청강 (4명)
정건오, 조현주, 심광용, 박종언

2011 학생회 임원 소개
손영락

최형민

이강호

곽길영

김유진

정홍규

김상은

오정숙

윤중옥

조미경

김종수

이유남

회 장: 김영환,
부회장: 육정모(대학원), 고대순(대학부)
총 무: 정기덕(대학원), 이창석(대학부)
회계: 김원자
서기: 박수한
Team mother: 선세리(대학원),
장재정(대학부)

GMU 후원자 명단

(Nov 1 –Dec 13, 2010)

후원교회

임정주

장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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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연

대학부 (11명)

이수진

이하영

이장은

양소연

후원자
염동해, 이창수, 이성재, 이순옥, 박명룡, 이현범, 장승규,
이수옥, 정호영, 나두호, 이창호, 김용준, 배은아, 무명 등

=================================

유한나

2

임윤숙

류진웅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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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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봄학기를 새롭게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 GMU 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입생 환영예배가 2 월 15 일(화) 오후 7 시
10 분 학교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학생회에서 준비한
식사와 다과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함께 즐기시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3. 2011 봄학기 Syllabus(실러버스) 및 교재 리스트가
강의 관리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강의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 하신 후 2011 Spring 봄학기 리스트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행정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4. 2011봄학기 수강 등록 안내
1)봄학기 수강 등록신청을 마무리 되지 않은 분은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수업 시간표를 확인 하신 후 2011
봄학기 온라인 등록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온라인으로 등록하신 수강 신청은 Academic Dean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처에 오시어, 직접 확인 하셔야
합니다.
3)수강료는 총무처에 직접 오셔서 납부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학비납부 메뉴로 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8. 2011 봄학기 기도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고, 영적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시 간: 2011년 3월 4일(금) 저녁 8시 ~ 5일 (토) 오전
장 소: 은혜 기도원
9. 지난 학기 성적처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성적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반송 및 오류방지를
위해서 전자메일 및 우편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변경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0. GMU 강의관리 시스템 사용에 관한 설명회가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처음 사용 하거나 사용에 있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사용 방법과 DBPIA사용법도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시간: 2011년 2월 28일(월) 오후 2시 (362호 강의실)
2011년 3월 1일(화) 오후 4시30분 (317호 강의실)
11.1098-T Tuition Statement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무처로 오셔셔 직접 픽업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마감: 2월 12일)
12.목회학박사 (D.Min) 과정과 신학석사 (Th.M) 과정의
강사 및 과재 소개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2월 28일
(월) 오후 1시에 305호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13.Spring Break 기간에 창조과학 탐사 여행으로
졸업여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학생 및 졸업생도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공지 예정입니다.

4)수강변경은 수강 신청이 완료된 후는 Add & drop
신청을 통해서 별도 수수료를 내고 변경 가능합니다.

2011 봄학기 주요 학사 일정
2011 봄학기 강의 시작

Feb. 7 (월)

5) 기타 문의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서비스신청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1 봄학기 등록 마감

Feb. 11 (금)

Add / Drop 등록변경마감

Feb. 18 (금)

2011 봄학기 기도회

Mar. 4 (금)

성지여행(터키, 그리스,로마)

Mar. 7(월) ~19(토)

2011 봄학기 야외예배

Apr. 16 (토)

5. GMU 제 2 도서관 확장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설 및
도서 이동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 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보다 향상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학생분들 중
도서관 보조로 자원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일정과
시간은 행정처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6. 학생증 및 도서관 ID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하시어 도서관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사진이 없으신 분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ring Break (Reading Week 휴강)

7. Evangelia University와 도서관 공동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도서관 공동협약으로 온라인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인 DBPIA (http://www.dbpia.co.kr)의 원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ID문의 :행정처)

학기말 시험주간

Apr.19(월) ~ 22(금)
2011 봄학기 종강예배

졸업 및 학위수여식

성적마감

May 24 (화)(채플실, 7:00pm)
May 23 ~ 26
Jun.6(월) (비젼센터, 7:30pm)

Jun. 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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