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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EVP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 드려야 할 이유들을 늘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GMU 선지 생도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스텝들을 복 주셔서
이제 2011 년도 봄학기의 성공적인 마침을 눈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긴 여름방학 동안도 사역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히게 되시고 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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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가을학기 개강예배일(8 월 25 일)까지의 GMU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5월
6월
6월
6월
6월
8월
8월
8월
8월
8월
8월
8월

17 일 (화)
23-26 일 (월-목)
9 일(목)
11 일(토)
20-23 일(월-목)
27-30 일(월-목)
1-18 일(월-목)
1-19 일
15-19 일(월-금)
22-24 일(월-수)
25 일(목)
25 일(목)
29 일(월)

저녁 7 시 채플 -- 종강예배
2011 년도 봄학기 기말시험
2011 년도 GMU 졸업예배 (6 시 30 분 @ EM 예배당)
봄학기 최종성적 마감일
여름특강 Power Point (저녁 6-10 시)
여름특강 Healing Ministry (저녁 6-10 시)
헬라어 I 특강 (오후 6-10 시)
가을학기 On-line 등록 (19 일 이후 등록시 $20 지각료가 부과됨)
학생 개인별 교무& 등록상담 (오전 10 시-오후 6 시)
특별 공개 강좌 (오후 6-11 시)
개강예배(7 시&@GMU 채플)*교수회의 (5 시@교수회의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8 시 30 분&@317 호), 성경시험(9 시@317 호)
2011 년도 가을학기 강의 개시

내년 3 월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있을 것입니다. 9 박 10 일 동안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샅샅이 둘러보게 될
성지순례에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내년 4 월에는 TRACS 컴밋션 회의에서 우리 GMU 가 정식 멤버쉽을 받게 될 것입니다. Team Visit 을
받기 위해 8 주전까지 School Assessment 서류를 TRACS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내년 2 월에
방문을 받으려면 11 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의 학업목표 달성도 측정(Assessment)를 위해서
배포되는 각종 Survey Form 작성에 여러 생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GMU 에서 훈련 받으신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온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재학생 여러분은 공부와 개인 영성 증진과 목회사역에 더욱 힘쓰셔야 하며 GMU
커뮤니티에 속한 우리 모두가 더욱 뚜렸한 세계선교의 꿈과 비젼을 품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늘 승리하시는 GMU 커뮤니티의 멤버가 되시길 기도 드리며 2011 년도 봄학기 종강인사를 이만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규남목사 드림

2011 봄학기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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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창조과학 졸업여행
일정: Apr 18-20 (월,화,수)
장소: 그랜드캐년과 세도나 지역

그랜드캐년

그랜드캐년

세도나

그랜드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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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가을학기 주요 강의과목

8:30 pm11:00 pm Christian

대학부
Da
Time
y

Course Title-E

9:30 am- Info. Literacy &
12:00 pm
Technology

월
요
일

3:00 pm5:30 pm

Effective Family
Ministry

효과적인 가정목회 (선택)

5:30 pm8:00 pm

History of Christianity 1

기독교역사1

5:30 pm8:00 pm

Foundations of
Leadership

8:30 pm11:00 pm Greek

8:30 pm11:00 pm History

화
요
일

목
요
일

of Missions

선교역사
신학영어 I, 영작및독해 I (선택)

4:30 pm5:20 pm

Ministry Formation

목회실습

4:40 pm5:30 pm

The Holy Spirit: Then &
Now

현대성령운동(선택)

5:30 pm7:10 pm

Communication Skills

대화법 (선택)

7:10 pm8:00 pm

University Chapel

(학교 예배)

8:30 pm11:00 pm

Bible Survey

성경개론

Book of Romans

로마서 (선택)

5:30 pm8:00 pm

Intro. to Education

교육학개론

5:30 pm8:00 pm

Christian Apologetics

변증학

5:30 pm8:00 pm

Biblical Hebrew I

히브리어I (다음해 가을에도 열림)

목
요
일

Civilization

8:30 pm11:00 pm Readings

세계문명사

in Spirituality 기독교영성

대학원

Day Time

Course Title

9:30 am12:00 pm Info.

Literacy & Technology

정보기술 (논문작성 대신
필수 or 선택)

2:50 pm5:20 pm

Effective Family Ministry

효과적인 가정목회
(선택)

5:30 pm8:00 pm

Church History I

교회사 I (대학부때 수강한
학생은 선택)

5:30 pm8:00 pm
5:30 pm8:00 pm

Homiletics

설교학개론

Korean Church History

한국교회사 (선택)

8:30 pm11:00 pm

Greek II

헬라어 II

8:30 pm11:00 pm Historical

신학영어 I
영작및독해 I (선택)

4:30 pm5:20 pm

Ministry Formation

목회실습

4:30 pm7:10 pm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

5:30 pm7:10 pm

Planning & Leading Worship

예배학 (선택)

7:10 pm8:00 pm

University Chapel

학교 예배

8:30 pm11:00 pm Biblical Hebrew I
8:30 pm11:00 pm Systematic Theology III
8:30 pm11:00 pm The Major Prophets

히브리어I

5:30 pm8:00 pm

Intro. to the Bible

성경개론

5:30 pm8:00 pm

The Pentateuch

모세오경

5:30 pm8:00 pm

General Epistles & Revelation

일반서신 & 계시록

8:30 pm11:00 pm Systematic Theology I
8:30 pm11:00 pm Spiritual Formation
8:30 pm10:10 pm Intro. to Missions

조직신학III
대선지서

조직신학I
기독교 영성
선교학 개론

상기 강의과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음악 및 기타 관련
과목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 강의과목은 학교
홈페이지의 2011가을 학기 수강신청 업데이트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GMU 후원자 명단

8:30 pm11:00 pm World

월
요
일

화
요
일

헬라어II (선택)

Theological English I,
9:30 am12:00 pm English Reading &
Writing I

8:30 pm11:00 pm The

English I, English
Reading & Writing I

지도자 원리

II

기독교윤리

9:30 am- Theological
12:00 pm

Course Title-K
정보기술 (논문작성대신 필수 or
선택)

Ethics

(Apr 13 – May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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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숙, 조원재, 한미령, 무명 등

==============================
이외 간식과 책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
및 학생,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Books & Wisdom Lit. 역사서/지혜서

GMU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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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창조과학 졸업여행을 Spring Break (Apr 1820(월,화,수)기간에 그랜드캐년과 세도나 지역으로
졸업생,재학생 등 45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7. 목회학박사(D.Min)과정과 신학석사(Th.M) Summer
Intensive Course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정: 6월 6일(월) - 10일(금),(9일,목요일 제외)
6월13일(월) -16일(목)
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2.ABHE Annual 방문
학교 학업 인정기관 중에 하나인 ABHE에서 Annual
방문을 2011년 5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오후
5시 까지 방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Accreditation
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Mon (6/6)
Tue (6/7)

3. 2011 졸업생 환송회 및 봄학기 종강 예배
주님의 소명을 받들고 순종의 길을 앞서 달려가는
졸업생 선배들의 졸업 환송 예배와 종강 예배를 5월
17일 화요일에 GMU Chapel실에서 가집니다.
함께 참여하신 교수님, 동문, 졸업생,재학생 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행사를 준비한 학생회에 감사 드립니다.
4. 2011 봄학기 Faculty Evaluation 참여
2011 봄학기 Faculty Evaluation Sheet가 준비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 분들은 학교 수업시간 혹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수강 과목별로
작성 하시여 학교로 메일 혹은 전자 우편으로 5월
20일까지 우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통신 학생분
들은 반듯이 작성하시어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5. 2011 졸업식 안내
2011 년도 졸업식(Commencement)이 6월 9일(목)
GMU 학교 건물인 Miracle 센터(구성전), 1층 대
예배실에서 6:30 pm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특히 졸업식전 교수님, 졸업생, 가족과 함께 하는
만찬은 4:30 pm에 Atrium(출입구)에서 있습니다. 식사
참석 예상 인원을 꼭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6. 2011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GMU(Grace
Mission
Univers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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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U-강의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학교 수업과 동일한 인터넷 강의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소개 바랍니다.
(학교홍보: 생명의삶 5월,7월,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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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6/8)
Fri (6/10)
Mon (6/13)
Tue (6/14)
Wed (6/15)
Thu (6/16)

목회가정상담학
CO804/ 703 Pastoral Family Counseling
(Peter Kang)
성경적 설교학
PT804/ 703 Biblical Preaching
(Hyunwan Kim)
교리사
CH804/ 703 History of Doctrine
(Kyunam Choi)
복음과 상황화
MT854/ 753 The Gospel & Contextualization
(Donghyun Huh)

많은 신청바라며 자세한 신청 자격과 문의는 학교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0. 2011 여름 학기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일정과 시간을 확인 하시여 학교 홈페이지의
2011여름학기 온라인 등록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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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7-30일(월,화수,목)(6:00 – 10:00 pm)
-헬라어 특강 (Greek I Lecture ) (3학점)
: 8월 1-18일(월,화수,목) 3주(6:00 – 10:00 pm)
-워드 특강 (1학점)
:8월 22-24일(월,화,수)(6:00 – 11:00 pm)
*학점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식사비와 교재비를
포함한 등록비만 내고 들을 수 있습니다
11. 2011 가을 학기 일정 및 과목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을학기 등록은 7월부터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을 학기부터 정규 등록 기간 (8월19일,금)이후 등록
하시면 Late Registration Fee $20이 등록 시 추가
됩니다. 학기 시작 전에 미리미리 등록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2. GMU 도서관 방학 중 운영 시간 안내
*월,화,목 : 오전 10:30 -오후 6 시,
*수, 금 : 오전 10:30 - 오후 4 시
* 보다 향상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3-5 시간/1 주
보조해 주실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시간과 업무 문의: 행정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