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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EVP

사랑하는 선지생도 여러분께: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주 안에서 여름방학 동안 영육간에 재충전과 재 충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0 년 가을학기는 더욱 희망찬 학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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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동안 GMU 는 학교 행정의 전산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on-line 입학신청, 수강신청, 졸업증명 발급신청, 성적증명 발급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신 구자혁 행정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6 월에 캐나다의 몬트리얼에서 열린 ATS 격년모임에 참석하여 GMU 의 ATS
가입문제를 조심스럽게 타진해본 결과 대단히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9 월 중에 ATS
임원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고 내년 3 월 말까지 ATS 준회원 가입원서를 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ATS 인가를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인가가 없게 되며 우리 학교 졸업생은
어디를 가도 환영 받게 됩니다.
또한 몇 달 전에 소천하신 김의환목사님이 세우신 ITS 와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ITS 는 이미 ATS 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는데 먼저 내년 1 월부터 시작될
GMU D.Min.과정은 ITS 가 우리 GMU 를 뒤에서 받쳐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3 년 내에
GMU 가 ATS 인가를 받으면 GMU D.Min. 학위를 주게 되고, 만약 못 받으면 ITS D.Min.
학위를 주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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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 GMU 의 Full-time 교수님이 박명룡교수님 한 분이었는데 이번에
허동현교수님이 우리 GMU 의 두 번째 Full-time 교수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우리 GMU 를
사랑하셔서 Full-time 교수직을 수락하신 허동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교수님은 탈봇에서 Intercultural Studies(다문화선교)로 Ph.D.를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의 D.Min. Program Director 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GRACE MISSION UNIV.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 525-0088
FAX (714) 525-0089
www.gmuedu.org

그럼 늘 승리하시는 2010 년도 가을학기가 되시기를 기도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총장/CEO 최규남목사 드림

2010 졸업 및 학위수여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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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교 홈페이지 활용 Tip
1) 주요 학교 홈페이지
(1)Grace Mission University 한글 사이트
http://www.gmuedu.org
입학 및 등록, 학사 행정 모든 정보가 링크 되어 있다.
(2)Grace Mission University 영문사이트
http://eng.gmuedu.org
GMU 영문 사이트로 학교에 대한 전반적이 정보를 볼 수 있다.
(3)Grace Mission Mail Service Site
http://mail.gmuedu.org
학교 도메인을 이용한 메일 계정 서비스를 사이트
(4) Grace Mission Online library Site 온라인 도사관
http://library.gmuedu.org
온라인 도서관 사이트로 현재 GMU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검색 및 신규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5) Grace Mission Online - Learning Site
http://moodle.gmuedu.org
GMU 강의관리시스템으로 Moodle 프로그램을 사용한
웹기반의 e-learning 시스템으로 과목별 교수님과 학생과의
학습장입니다.
(6) Grace Mission Student Portal Site
http://student.gmuedu.org
GMU 학생을 위한 학생 서비스 사이트로 학생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 후 수강 등록, 성적 조회,
각종 신청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로 현재 개발
중에 있다.
2) 주요 온라인 신청 서비스
(1)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웹사이트에서 직접 온리인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관련 원본
서류는 우편으로 학교 주소로 우송하시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
◈
◈
◈
◈
◈

본교 소정 서약서 ............................. 1 통 서약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1 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 통
추천서(목회자, 지도자) 각각 ............................. 1 통씩 추천서
본인 신앙간증서 ............................. 1 통
명함판 사진(2X2) ............................. 2 매

Att: Admission Office
Grace Mission University
1645 W. Vala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1.714.525.0088 Fax: 1.714.525.0087

(2) 온라인 등록 신청
웹사이트 내에서 수강 신청서 및 Time Table 을 다운로드
혹은 프린트로 확인 한 후 B.A와 M.Div로 구분된 온라인 등록
신청에서 각 과목 코드, 타이틀, 학점 , 교수명을 정확히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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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후 Submit 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수강료는 학교
총무처로 오셔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온라인 등록금 납부를 통해서
카드 결제도 가능 합니다.
(3) 온라인 서비스 신청(online-Support Request Form)
온라인 서비스 신청은 학생이 학적 및 강의 등 학사 행정 전반에
걸친 문의 사항을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하게 되면
접수 후 담당자 별로 확인하여 전화 혹은 메일로 답신을 드립니다.
주요 문의 커데고리는
-성적 관련 문의
-입학 관련 문의
-등록 관련 문의
-Moodle 강의 관리시스템 관련
-Distance 강의 관련 문의
-증명서 신청관련
-졸업 관련 문의
-ID 신청 관련 문의
-주소, 연락처 정정 문의
-기타 문의
신청 시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4) MP3 및 DVD 신청
강의 비디오 및 오디오를 MP3 및 DVD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을
강의 날짜와 제목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다운로드 신청인 경우 과목당 5불 입니다.
*강의 파일은 과목별 CD 한장 당 10불 입니다.
*우편 발송을 선택하신 경우 우편발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내 발송 : $10.00, 해외 발송 : $30.00 입니다.
(5) 온라인 성적 조회 서비스
온라인 성적 조회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성정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전자메일로 ID와 패스워드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온라인 등록금 납부
학교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학비결제를 선택하신 후 이름과
학기,금액을 입력하신 후 키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는 Paypal
카드 결제 방식으로 서비스됩니다. 자세한 결제 방법은 학비결제
매뉴얼 보기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3) Online - Learning Site 이용 방법
http://moodle.gmuedu.org
(1)로그인
학생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합니다.
(2)강의 과목선택
등록 신청한 강의 과목을 선택 하시면 Class별 강의안 및 학습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3)강의 안 다운로드
해당 파일을 선택하신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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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실습 안내
(Direction for Ministry Formation)
GMU 의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등록된 학생으로 있는 동안에 반드시
목회현장에서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졸업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목회실습은 다음의 1 학점 씩 3 학기와
“0”학점으로 재학하는 모든 학기에 실습하는 것 등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1 학점짜리 목회실습
모든 GMU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한 학기에 1학점짜리
목회실습”을 등록하여, 3학기 동안 3학점을 마쳐야 합니다.
목회실습학점 등록은 가능하면 졸업하기 전 마지막 3학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학점의 등록을 하는 목회실습 학기에는 최소한 1주에
4시간 이상의 목회실습을 해야 합니다.
1학점짜리 목회실습은 학교의 Chaple이나 기도회에 참여하고 봉사는
것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1학점짜리 목회실습과목은 매월 첫째주 마다 교실에서 모이고, 3번의
월말 보고를 해야 합니다.
0 학점짜리 목회실습
목회실습을 학점으로 등록하지 않는 학기에는 0”학점으로
목회실습이나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0학점짜리 목회실습은 1주일에 1시간 이상씩 목회실습이나 봉사를
해야 합니다.
0학점짜리 목회실습은 학교의 Chaple이나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0학점의 목회실습은 학기 첫째주나 둘째주에 교실에서 모이든지
목회실습당당교수님과 상담을 해야 하고, 1번의 월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목회실습현장의 형태
목회실습은 대부분 매주 간격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단체로 선교여행을 한다든지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목회실습 현장은 준비가 필요하고,
관리가 잘 되고, 실습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목회기술을 발달시키는데 공헌을 하는 목회현장 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목회실습은 학생들 자신의 소명과 장래의 사역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효과적 입니다.
주의사항
0학점의 목회실습을 두 학기 보고하지 않으면, 1학점을 등록하는
목회실습을 추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GMU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학점을 등록하든지 등록하지 않든지 목회실습이나 봉사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GMU는 교실에서의 공부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습과 봉사를 통한
실천적 교육을 통하여 능력있는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실습은 이런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FALL 주요 학사 일정
가을학기등록
Aug.
교수회의
Aug.
개강예배
Aug.
신입생오리엔테이션 Aug.
성경시험
Aug.
수업시작
Aug.
Labor Day
Sep.
수강변경마감
Sep.
휴강 (총회)
Sep
Thanksgiving Holiday
학기말고사
성적제출 마감
겨울방학 특강
2011 봄학기등록
2011 봄학기 개강예배
2011 봄학기 강의 시작

23(월)
26(목) 5:30 pm
26(목) 7:30 pm
26(목) 8:30 pm
26(목) 9:00 pm
30(월)
6(월)
10(금)
20-23
Nov.25
Dec. 13-16
Jan. 7
Jan 31 - Feb. 2
Jan. 31 - Feb. 4
Feb. 3 (목)
Feb. 7 (월)

GMU 조직 및 STAFFS
총장/President 김광신 박사
Rev. David Kwangshin Kim,D.D.
이사장(Chair of the Board of Trustees)
한기홍 교수 Rev. Paul Gihong Han
부총장(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EO)
최규남 박사 Kyunam Choi, Ph.D.
교무학장(Dean of Academic Affairs)
김현완 박사 Hyun Wan Kim, Ph.D.
학생학장(Dean of Students)
김영관 교수 Rev. Alex Y. Kim
재정부장(Chief Financial Officer)
최정원 사모 Mrs. Chongwon Choi
발전/동문(Director of Development)
신영자 전도사 Young Ja Shin,
행정 처장(Director of Administration)
구자혁 집사 James Koo, MBA
학적/행정(Registrar)
김신정 전도사 Shinjung Kim
Head Librarian 최혜산 Haesan Choi, M.L.S.
Assistant Librarian 송 브라이언 Brian Song
Library Helper 김명순 사모 Mrs. Myungsoon Kim
Library Helper 이선희 Sunhee Lee
미디어 Media 이정호집사 Jungho Lee

3

4

Vol. 5 / No. 8 / GMU News Letter 민들레

1.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학기에 많은 신입생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늘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GMU커뮤니티
모든 분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10 년도 가을학기 등록 날자는 8 월 23-28 일(월-금)입니다.
미 등록 하신 분들은 빠른 등록 바랍니다.
3. 8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분에 2010 가을 학기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개강예배 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4. 2010 봄학기 성적표가 학생 여러분에게 우편 메일 혹은 전자
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적에 착오가 있으신 분은 성적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담당교수
및 교무학장의 확인 후 행정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적
정정 신청서는 학교 행정 서류함에 비치되어 있으며 웹사이트 서류
및 신청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성적 정정 신청은 반드시
성적을 받은 일로부터 2주 안에 접수 해야 합니다
5. 학교 웹사이트내 Syllabus 및 도서목록 다운로드전용 페이지가
오픈 되었습니다. 2010 가을 학기 과목 별로 실러버스 및 강의
관련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 하신 후 프린트해서 볼 수 있습니다..
6.가을학기부터는 등록금이 현행 학점당 110 불에서 120 불로
오르게 되겠습니다. 2011 년 봄학기부터 연방정부 Loan 및 Grant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하여 큰 규모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소폭인상으로 조정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등록 신청 후 Add & Drop 신청은 REGISTRATION Add &
Drop SLIP을 통해서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Drop시 담담
교수의 승인 및 Academic Dean's 의 서명을 받으신 후 총무처에서 Drop
Fee를 납부 하셔야 적용됩니다. Drop Fee 는 과목당 10불 입니다.
8. 그동안 GMU 의 Registrar 으로 사역하신 김신정전도사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는 9 월 18 일(토) 오후 4 시 은혜교회
가든에서 한기홍목사님 주례로 David Song 과 혼인예배를
드립니다. GMU 커뮤니티 여러분의 축하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9. 현재 학교 행정의 전산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제 on-line 입학신청, 수강신청, 온라인 서비스, MP3 및
DVD ,Transcription 신청 등의 주요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가능하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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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성적조회 및 주요 가능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학생 ID 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학생 ID 가 없거나 모르시는 분은 학교 행정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0. 학생증 및 도서관 ID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하시어 도서관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사진이 없으신 분은
행정처를 방문하시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학교 전용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서실에
오시면 WEP 코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선 접속 SSID는
GMUWireless 입니다.
12. 항상된 학습 서비스를 위해 강의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moodle.gmuedu.org 입니다.
각 과목별 교수님과 학생과의 학습장이 될 것이며 각 과목별 강의
안 및 과제물 등을 직접 웹사이틀 통해서 등록하고 확인 할수
있습니다.
13. 2011 년 3 월 7-16 일경(아직 미확정)에는 GMU 그리스 터키
성지 순례를 김종옥목사님 (GMU 교수. Holy Land Bible
Institute 소장)의 인도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가비도 꾸준히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GMU 후원자 명단

(May15 –Aug 20, 2010)

문정임, 김신정, 박명룡, 이창수, 염동해
사랑의 빛 선교교회(김재문목사)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미주비젼교회(이서목사)
샌디에고갈보리교회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목사)
생수의 강 교회(인동주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목사)
갈보리복음교회(이달은목사)
====================================
이외 간식과 책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 및 학생,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GMU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