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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학교에 39 살에 들어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학교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주는
곳인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식으로
차근 차근 성경을 배우는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tool 을 얻게 해주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연구와 말씀선포의 tool 을 주는 과목들로는 대략 다음 7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개론(Bible Survey)는 성경의 전체적인 윤곽을 가르쳐주며 성경 각권의 구조와 핵심을
이해하게 합니다.
성경원어(Biblical Language)는 성경이 쓰여진 희브리어와 헬라어의 기초문법을 배움으로 원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성경해석학(Biblical Interpretation)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과 원리를 배우게 합니다.
성경주석학(Biblical Exegesis)는 성경 각절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본문의 깊은 의미를 찾아내게
합니다.
성경주해학(Homiletics)는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돕는
과목입니다.
설교학(Preaching)은 설교를 잘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과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는 성경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체계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을 통해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또 말씀전달자로서 갖추어야 할 설교준비와 성경연구의
모든 도구들을 주는 곳이 신학교인 것을 2 학년 말쯤 되어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밀려온 후회는 “아! 원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Exegesis 시간에 졸지 말
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지생도 여러분! 우리 신학도들은 다 목수와 같습니다. 더 좋은 연장을 갖추고 그
연장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목수가 좋은 가구를 만들어 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전달에 필요한
tool 을 잘 갖춘 주의 종이 결국 성령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말씀해석을 하게 되고 그 말씀 속의
생수의 근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달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실과 도서관 그리고
여러분의 서재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수많은 성도님들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늘 기도하시며
묵묵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GMU 선지 생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규남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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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봄학기 기도회
2011 봄학기 기도회를 3월 4일(금) 저녁8시- 3월 5일 (토)
오전까지 은혜 기도원에서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적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행사를 위해서 차량, 간식과 식사 준비 등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 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김영환 학생회장)
* 참석자 명단
대학원(16명)
김영환,박상범,최명균,육정모,최용준,송연우,함완구,김기태,
이은미,인수현,신지혜,이영철,오정숙, 정기덕,최형민,정홍규
대학부(13명)
이수경,유은혜,김요셉,박수한,이창석,고대순,류진웅,김유미,
김명진,김경환,소영희,양소연,이수진
교직원(3명)김현완, 김영관,구자혁

다과를 함께

모두 함게 모여서
예배 시작 전 찬양팀

단체사진
예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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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마치고 출발하며
다같이 먼저 예배를 드리며

2011 봄학기 소풍
GMU 학생회에서 봄학기 소풍(야외예배)가 주님의 축복 속에서
2011년 4월 9일 토요일, 은혜 한인교회 정원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교수님, Staff, 재학생, 동문,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행사를 위해서 간식과 식사 준비
등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 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다같이 먼저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함께

참가 졸업 동문들 소개
사회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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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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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시합 전에

배구 시합

고기 굽는 교우

줄다리기

식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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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가족 게임

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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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가족 게임

성 소피아 사원 (이스탄블)
포즈 하나

단체 줄넘기

성 소피아 사원 내부(이스탄블)

알렉산터 대왕 석관(이스탐블)

성 베드로 교회(수리아 안디옥)

폐회 기도

사도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서
2011년 3월 7(월)부터 -19(토)까지 사도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 터키, 로마 3개국 탐사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진 제공: 함완구 집사>

사도바울 우물(다소)

대린쿠유 지하 도시(갑바도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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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요한 기도장소 (밧모섬)

고린도 운하(고린도, 그리스)

콜로세움 외부(로마)

콜로세움 내부(로마)

괴레메 (갑바도기아)

단체사진 (갑바도기아)

폼베이(로마)

리오디게아 교회 터 (터키)

셀시우스 도서관 (에베소)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사도요한 동굴 (밧모섬)
보디올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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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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태,이강호
고문: 함완구,오정숙

2011 년도 주요 학사 일정
2011 봄학기 야외예배

Apr. 9 (토)

Spring Break (Reading Week)
2011 봄학기 종강예배

Apr.18(월)~22(금)

May 24 (화)(채플실, 7:00pm)

학기말 시험주간

May 23 ~ 26

졸업 및 학위수여식

Jun.6(월)(미라클센터,6:00pm)

성적마감

Jun.17 (금)

여름특강

GMU 후원자 명단

(Feb 15 –Apr 12, 2011)

-교회사역과 프리젠테이션

June 20-23(월,화수,목)

-상담 및 치유사역

June 27-30(월,화수,목)

Greek I Lecture(3weeks)

후원교회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사랑의 빛 선교교회 (김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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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자
염동해, 이창수, 이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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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1-18 (Mon-Thu)

워드 특강
Aug22-24(Mon-Wed)
2011 Fall Online Registration (Fee Waived)
Aug 1(Mon)-19 (Fri)
Late Registration (Fee $20)

After Aug 19 (Fri)

Personal Registration Counseling
Faculty Development Day

Aug 15(Mon)-19(Fri)

Aug 25(Thu)(317호,5:00pm)

Fall 2011 Opening Chapel

Aug 25(Thu)
(Chapel실, 7:00 pm)

New Student Orientation

Aug 25(Thu)(317호,8:30 pm)

New Student Bible Test

Aug 25(Thu)(317호,9:00 pm)

Beginning of Regular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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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Examination Week
Fall 2011 Closing Chapel

Sept 19(Mon)-23(Fri)
Nov 24(Thu, 목요일만 휴강)
Dec 12(Mon)-15(Thu)
Dec 13((Tue)
(Chapel Room, 7:00 pm)

Last day of Grade

Jan 8, 2012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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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 봄학기 기도회를 은혜 기도원에서 가집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적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학생회에서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시간: 2011년3월4일(금) 저녁8시- 3월 5일 (토)오전
-장소: 은혜 기도원
2. GMU 2011 봄학기 소풍을 주님의 축복 속에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재학생, 졸업생, 교수님, Staff,
가족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일시 :2011년 4월 9일 토요일, 10시 30분
*장소 :GMU / 은혜 한인교회 정원
3. 2011년 3월 7(월)부터 -19(토)까지 사도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 터키, 로마
3개국 탐사여행을 은혜가운데 다녀왔습니다. 행사를
주관하신 김종옥교수님과 최규남 부총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4. GMU YouTube 오픈
GMU의 발전과 활동을 동영상과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코너로 GMU YouTube 사이트를 오픈
하였습니다. 학교 홈페이지(http://www.gmuedu.org)
하단의 YouTube 메뉴를 클릭하시면 YouTube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후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동영상
등록문의는 행정처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5. 2011 졸업 신청서 접수
2011 년도 졸업식(Commencement)이 6월 6일(월)
GMU 학교 건물인 Miracle 센터 (구성전), 1층 대
예배실에서 6:30 pm에 있습니다. 졸업식전 교수님,
졸업생, 가족과 함께 하는 만찬은 4:30 pm에 있습니다.
2011 금년도 졸업 예정이신 분은 필히 졸업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4월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양식은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창조과학 졸업여행을 Spring Break (Apr 1820(월,화,수)기간에 창조과학 탐사 여행으로 졸업여행을
실시합니다. 이번 학기 졸업생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재학생 및 일반인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참조)
7. 목회학박사(D.Min)과정과 신학석사(Th.M)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준비서류는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Summer Intensive Course가
6월 7일 (화) 부터 6월15일(목)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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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MU가 TA(Tuition Assistance)학비보조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TA 프로그램은 미국 국방부 (The Department of
Defense)에서
무상으로
학비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ABHE, TRACS 와 같이 학업인정기관
(approved accrediting agencies)로부터 승인 받은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해서 년간 $4,50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
(https://www.goarmyed.com)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9. 향상된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를 위해서 도서관
대출 및 반납업무를 1 주일에 도서관 운영시간 중에 35 시간 정도 보조해 주실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행정처장)
10. 2011 여름 학기가 다음과 같이 진행예정입니다.
-교회사역과 프리젠테이션(1학점)
(Church Communication & Presentation)
: 6월 20-23일(월,화,수,목) (6:00 – 10:00 pm)
-상담 및 치유사역 (1학점)
(Counseling & Healing Ministry)
: 6월27-30일(월,화수,목)(6:00 – 10:00 pm)
-헬라어 특강 (Greek I Lecture ) (3학점)
: 8월1-18일(월,화수,목) 3주(6:00 – 10:00 pm)
-워드 특강 (1학점)
:8월22-24일(월,화,수)(6:00 – 10:00 pm)
*학점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식사비와 교재비를
포함한 등록비만 내고 들을 수 있습니다
11.2011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GMU는 AB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및 TRACS(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Office) 에서 인준된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특히 International Students에게 (Form I-20)를
발행해 드리며 통신학생을 위해서 GMU강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강의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소개
바랍니다
12. 음향시스템 전문교육을 은혜교회 WPC에서 4월
16일(토) 5:00-6:00 PM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무료, 담당자: 최경태집사, 213949-2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