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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EVP
이웃을 품어주는 아량

요즘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찬은 미국 대통령들에게 신앙자문을 해주는 토니 캄폴로
교수입니다. 여기 Eastern 대학교 사회학 석좌교수인 캄폴로 교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저명한 사회학자요 목사인 토니 캄폴로 박사가 필라델피아의 체스넛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거지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아주 기다랗게 수염을 길고 있었으며, 기다란
수염에는 덕지덕지 깨끗지 못한 음식찌꺼기가 묻어 있었다.

기독교 고등 교육 기관
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풍부한 학문적 소양과 영적
능력을 갖추어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고, 전도하게 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도록
한다.

그런 걸인이 맥도널드 커피 잔을 들고 서서 지나가는 캄폴로 박사에게
말했다. “저기 선생! 커피 한 모금 마시겠습니까?” 캄폴로 교수는
순간 당황스러웠으나 걸인의 성의를 생각하여 커피를 마셔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걸인이 내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 커피를 돌려주면서 “당신은 오늘 아침 당신이 마시던
커피를 타인에게 나눠주니 참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구려. 어떻게 커피를
나눠 마실 생각을 하셨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걸인이 “글쎄요. 오늘아침 특히 커피 맛이 좋기에 생각했지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순간 캄폴로 교수는 이런 행동이 어쩌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금 걸인에게 말했다. “보답으로
내가 선생에게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캄폴로 교수는 그 사람이
동전 몇 닢 정도 요구하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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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은 “좋습니다. 선생!. 그렇다면 나를 한 번 안아주시지요.”라고 대답했다.
잠시 주저하던 캄폴로 교수는 하는 수 없이 그 걸인을 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걸인은 캄폴로 교수를 놓아주지 않고 몇 분 동안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었다.
대로(大路) 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쳐다보는데 캄폴로 교수는 어지간히
당황스러웠다.
그런 동안에도 캄폴로 교수의 마음에는 무언가 솟아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따스한
사랑이었다
우리 GMU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이 Thanksgiving Day 를 맞이하여 서로를 향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던 그 사랑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나누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Christ Jesus,
최규남 부총장으로부터

2011 Fall 가을학기 이모 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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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목사님과 함께한 학교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월10일 월요일에 GMU 총장님이신
김광신 목사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재학생, 졸업생, 교수, Staff, GMI
관계자 여러분 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배구 경기 –우승

김광신 목사님 설교

재학생과 함께 포즈

다 함께 응원

식사를 나누며

고기를 굽고

다정한 포즈

종합우승

전체 기념 촬영

2011 남가주 신학대학 체육대회 우승
지난 2011년 10월 22일(토) Ralphs Clark park 에서
남가주 신학대학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GMU가 종합우승을
차지 하였습니다. 참여하신 재학생 및 졸업생, 교수님,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기념촬영

선교지 에서

개회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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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잘 지내셨지요?
이곳은 추석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 잔치랍니다. 어른들은 아무 것도 안
하구요. 그래서 추석날도 다 나와서 일을 하더군요. 꼭 미주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도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니 말입니다.
송편은 아시는 분이 떡집에서 사왔다면서 몇 개 주어서 먹어 보았습니다만,
거기서는 드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우박사님 병원을 지난 주에
방문했었습니다.
가서 병원 시설도 돌아보고, 부대 시설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병원 바로 옆에 붙은, 30000 스퀘어피트 정도의 땅을 보여 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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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이 쳐저 있고, 구석에 150명 정도 들어갈 공간을 새로 지어
놨습니다. 대민 봉사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려는 곳이랍니다.
그 땅 거기에 연구동을 지을 것이랍니다. 아직 자금이 없어서 땅만 확보해
놓았답니다. 기초과학 연구동은 일반 건물과는 다르게 지어야 하거든요,
특히 하수배관 설계부터 하수처리까지, 특수처리하지 않으면... 매일
사고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저의 INPUT이 필요하다면서,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 사역도 말씀해 주시던데.... 나중에 정말 연결이 되면, 거기에 베이스
켐프를 쳐도 되겠드리구요.
우 박사님 말씀 중에, 아시는 장로님이 공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소수종족
청년들이 40-50명 일을 한답니다. 그 청년들이 모여서 ㅇ배를 드린다네요.
그 청년들이 욕심이 났습니다. 그 청년중 (십이ㄹ조로 생각하고)
10퍼센트만 훈련하여 사역지로 보내면 어떨까 생각을 했답니다.
어제는 집주인 집으로 가서 이달 집세를 주고 왔습니다.
그 분이 자기는 오토바이를 새것으로 샀다면서, 타고 다니던 헌
오토바이를 저보고 타라고 하십니다. 공짜로.... 제가 제 오토바이를 구입할
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 있는 분에게 말했더니.... 지금까지 그런
벳남 사람은 못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귀던 가구점 사람도, 저희들에게 토종닭을 시장에서 사다가,
다듬어 주어서 잘 먹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해 주신 것입니다. 선물 받은
것이지요. 이 이야기도 했더니만, 고개를 갸우뚱 하십니다.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네요?
아마도 여기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어려운 시절에, 그냥 퍼 주어야 하고,
그 분들은 그냥 받아먹기만 하던 시절을 지나와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곳도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어서, 저 같은
이방인을 불쌍히 보는 마음도 생겨났으리라 봅니다.
이곳 현장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이번 토요일에 손 볼
것을 보아서, 저에게 key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오토바이를 타게 됩니다.
(저도 새것으로 금방 살 수도 있지만, 주인과 깊게 사귀어 보고 싶어서,
주인에게 제 오토바이를 구입해 달라고 하였고, 자기 것을 타겠느냐고 했을
때에 고맙다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1. 언어 훈련에 진보가 있도록 (총 4권으로 되어 있는 코스 중에 제 1권을
마치고 제 2권으로 둘어갔습니다.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2.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3.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사고 나지 않도록 지키시주시길...
4. 지금까지 좋은 만남을 주셨는데, 더 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5. 저희 집사람이 아직 환경에 약간 덜 적응이 되었습니다. 강한 빛, 소음,
더위 등에 민감하다는 것을 발견함. 이제 거의 적응된 모양인데, 잘
적응되도록.
6. 보스톤에 있는 딸 에스터의 학업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뉴욕에서
직장생활하는 아들 훈철이도 ㅎㄴ님을 더 찾는 사람이 되도록.
7. 0적으로 늘 깨어 있도록.
늘 ㄱ도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벳남에서 조영문금심드림 (ymkscho@yahoo.com)

신착도서 (New Arrived Book)안내
*이런 대화가 삶을 바꾼다
-고명희,여천기,여명미공저 (심앙애,2010,273p)
-긍적적인 대화의 기술을 통해 깨어진 인간관게를 회복하고…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핀절,한슨:조기현 번역(프라셉트,2002,249p)
-최고의 리더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착오를 통해 …
*하나님,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아무두 대놓고 묻지 않는 세가지 질문.
-얀시,필립:최병채옮김(좋은씨악,2010,318p)
-애써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한…
*창조적 교수법
-리차즈,로렌스G&브렛펠트,게리J:안영혁 옮김(그리심,2010,435p)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성경연구와…
*인간의 7가지 갈망하는 마음
-미클,마이크 & 히비트,데보라:남상훈옮김(순전한 나드,2007,226p)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갈망을 심어두셨다…
*잠든 영성을 때우라;디지털시대의 영성
-소강석(쿰란,2007,332p)
-한 시대의 밤은 저녁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성이…
**웨슬레시대 영국의 영성운동
-제프레이,데이비드L:김해연 옮김(성지,1999,595p)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한 웨슬레. 그의 영적갱신운동을…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
-구영재(안티오크,1995,318p)
-어거스틴 영향아래 교권주의자들은 교회연합을 부르짖으나…
*열린다 성경:광야 이야기
-류모세 (두란노,2009,311p)
-성경은 황량한 광야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까?..
*바울이 분석한 사탄과 악한 영들
-클린턴E.아놀드:김성남옮김(이레서원,2008, 350p)
-인류역사상 영적 존재들에 대한 성경말씀을 바울 서신을 통해…
*문의 : 최헤산 주임 사서

GMU 후원자 명단

(Oct 11- Nov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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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학생회, 조용직,김헤미,강태뇨,Ester Lee,
Victoria Jung, 칼슘 판매, 도서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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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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U School News
1. 2011년 11월 22일 채플
11월 22일 (화) 저녁 7시 채플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CCM 그룹 소리엘이며 GMU 교수이신 지명현
교수님의 특별 콘서트와 간증과 함께 예배 후 학생회에서
터키 디너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학우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 GMU FaceBook 오픈
학교 행사 및 커뮤티니의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코너로
GMU
Facebook
사이트를
오픈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http://www.gmuedu.org)의 FaceBook 메뉴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www.facebook.com/gmuniv
3. 홍보용 다큐 영상물 제작
GMU 학교 홍보용 다큐영상물 제작을 김현철 간사님이
기획, 제작 중에 있습니다. GMU의 미션과 사명이 영상물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국제총회 Part Time 봉사자 구함
지난 총회에서 GMU가 소속되어있는 국제총회의 사역과
역할을 확대하여 총회소속교회에서 하던 선교를 총괄하게
되어 많은 일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장래에는 Full time 사역자를 구하여야 하겠으나 당분간은
Part Time 봉사자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총회 사무실(은혜교회 5층)에서 봉사하실 사역자를
구합니다. (Pay있음)
현재 GMU 재학생으로 주 4시간이상 봉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총회를 위해 헌신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총회 인터넷을 관리하고 개발하실 수 있는 분
-그래픽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분
- Excel, MS Word, QuickBook, Photoshop, 등
Software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
-기타 시간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분
-문의: 국제총회 상임총무 김종옥 목사(213-422-4557)
5.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2012년3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성지 순례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생생한 파노라마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2012년) 3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히 참여하시는 GMU 학생은 2학점의 실습학점 학비를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B.A: $260, M.Div: $280 혜택)
-비용: 약 $2,400
- 기간: 3/5/2012-3/16/2012 (10박11일)
- 인솔자: 김 종옥 목사 (홀리랜드 성경연구소 대표)
- 순례지: 요르단 4일, 이스라엘 7일
- 자세한 행사 일정과 내용은 별도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GMU 사무실(714-525-0088) 및
홀리랜드 성경연구소 김종옥 목사(213-42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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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2 겨울 학기 등록안내
2012겨울 학기 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과 시간을 확인 하시어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날자

과목 이름

담당교수

Jan. 16-19
(월,화,수,목)
(6:00 -10:00pm)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 특강

김종옥 교수

Jan. 23-27
(월,화,수,목)

어성경이 읽어지네
– 이애실 사모 특강

이애실 교수

(2:00 -10:00pm)

특히 겨울학기 특강은 모든 졸업생 및 교역자 등에게 오픈
합니다. 식사 및 교재비만 납부하시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11 및 2012 학기 학사 일정
Thanksgiving Holi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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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udy of the Bible Land - Jan.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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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day of Classes

- Feb. 6 (Mon)

Last day to register Spring 2012

- Feb. 10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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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7(Thu) (Vision Center, 7:00 pm)
- Jun. 16 (F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