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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 from EVP 
 

사랑하는 선지생도 여러분께: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어느새 학기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시험을 치루신 줄 압니다. 

시험을 치룬다는 것은 매듭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을 통해 연단 받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듯이 시험은 그 동안 공부한 것을  

총 정리해서 내 것이 되게 하며 실력을 향상시켜주고 장차 좋은 설교자로 쓰임 받게 해 

줍니다. 

 

우리 GMU도 그동안 부지런히 학비 그랜트와 융자에 대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여러 선지 

생도님들에게 나라 돈을 받아서 주는 일인 것인 만큼 감독체계가 대단히 엄격하여 저와 

구처장님이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정부 교육국 훈련센타에 입소하여 일주일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 동안의 작업에 매듭을 짓게 되어 내년부터는 우리 GMU 선지생도님들이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Grant 와 Loan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Grant 는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되도록 한 푼이라도 더 그랜트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자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Grant 를 받으려면 일단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부학생이어야 합니다. 우리 학부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세금 기록 등을 꼼꼼히 잘 보관하셔서 그랜트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가까운 시간 안에 우리 구처장님께서 전체 학생을 상대로 연방정부가 

주는 학비 그랜트와 론에대해 세미나를 실시하실 것입니다.   

 

그럼 늘 승리하시는 2010년도 가을학기가 되시기를 기도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총장/CEO   최규남목사 드림 

●내일 11월 2일 (화) 학교 채플 시간  (오후7시-8시)에 

이태리 밀라노 교회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봉헌순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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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안내  
 

1. FAFSA란 무엇인가.  

 

FAFSA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의 
약자로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ED))법 

타이틀 4 (Title IV of Education Law Compliance with 34 

CFR 668.16(o), and Federal Register 69 FR 49414)에 

의거하여 정부 학생 보조 (Federal Student Aid (FSA)) 

프로그램입니다. 

 

FAFSA는 해당 대상자에게 무상보조인 그랜트(Grant)와 

대출(Loan) 형태로 학업에 필요한 자금지원(Financial Aid)를 

제공해 줍니다. 

 

FAFSA 관련 홈페이지는 (http://www.fafsa.ed.gov)입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Federal Student Aid의 종류  

 
다양한 종류의 Federal Student Aid가 있지만 그 중에서 GMU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gram Type of Aid, Details  

Federal Pell Grant Grant 

Undergraduates  

2010-11:$609 - $5,550 

ACG 

(Academic Competitive 

Grant) 

Grant 

GPA 3.0, Undergraduates  

1st year: $750, 2nd year: $1,300 

Federal Work Study Not repaid 

Undergraduates & Graduates 

Federal minimum wage 

Federal Perkins Loan Loan: Must repaid 

Undergraduates: $5,500,  

Graduates: $8,000, 5% interest 

Stafford Loan 

-Subsidized Direct 

Loan: Must repaid 

Undergraduates & Graduates,  

US. ED pay interest 

$3,500-8,500 depend on grade 

Stafford Loan 

-Unsubsidized Direct 

Loan: Must repaid 

Undergraduates & Graduates,  

6.8% interest 

$5,500-20,500 depend on grade 

Direct or  

FEEL(Federal Family 

 Loan),Plus Loan 

Loan: Must repaid 

Undergraduates & Graduates,  

FEEL: 8.5%, Direct Plus: 7.9%  

No Minimum, Maximum 

 

 

 

 

3. 자격요건(Student Eligibility) 
 

주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Financial need의 필요성을 증명  

2)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 

4) 정상 학위 과정에 등록한 자 

5) 남자(18- 25세)인 경우 Selective Service등록자 

6) Income Tax Return  

7) 만족스러운 학업성취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경우  

1) 이전의 FAFSA 관련 채무를 지고 있는 자 

2)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마약관련법에 기소되어 구속중인자. 

 

4.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1) 관련 정보 확인  

Federal Student Aid Gateway 

http://federalstudentaid.ed.gov 

웹사이트를 통해서 FAFSA관련 다양한 정보를 취득  

2) 개인별 PIN 번호 신청  

The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 

http://www.pin.ed.gov 

PIN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신청 및 FAFSA관련 등록, 검색, 

보고 등을 한다. 

3) FAFSA신청  

Application personal at FAFSA 인터넷 신청 

(http://www.fafsa.ed.gov) 혹은 Paper application 

신청 시 GMU 학교 Code를 입력한다. 

*신청기간  

학기: 2010-2011 School Year (July 1st, 2010 - June 

30th, 2011) 

신청 마감일: June 30, 2011  

4) 서류 접수 및 FAFSA 신청 완료  

Student aid report (SAR) from FAFSA 

신청자에게 우편 혹은 전자메일로 발송  

5) 학교 담당자의 신청 및 Financial Aid 지급  

Financial Aid Administrator (FAA) Access to CPS on-

line 웹사이트를 통해서 처리됨  

https://faaaccess.ed.gov 

6) 학생 등록 보고  

Annual Report and Management for School attend 

information 

매 학기 등록 사항 및 최종 출석을 확인하여 보고하며, 년간 

단위로 각 학생 별 등록, Financial Aid 내역, 지불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함. 

7)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점검 

Review their financial aid history as maintained in 

the National Student Loan Data System (NSLDS) 

http://www.nslds.e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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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졸업 및 론(대출) 금액 납부 

Grant를 제외한 론(대출)금액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간 연장, 

관리      

 

5. 정부보조해당금액(Cost of Attendance) 
 

FAFSA 정부 학생 보조로 가능한 금액들을 다음과 같다. 
Tuition & Fees 

Room & Board (living expenses) 

Books 

Supplies 

Personal  

Transportation 

Dependent care (if applicable) 

Costs associated with a computer (if required for 

the student’s program) 

Fees associated with borrowing a Federal student 

loan (if applicable) 

 

6. FAFSA 관련 홈페이지 

 
*Student Aid Internet Gateway (SAIG) 

https://fsawebenroll.ed.gov/PMEnroll/index.jsp 

*California Student Aid Commission 

http://www.csac.ca.gov 

          *Information for Financial Aid Professionals (IFAP) 

http://www.ifap.ed.gov/ifap 

*Student Loan 

https://studentloans.gov 

*Federal Student Aid Gateway 

http://federalstudentaid.ed.gov 

 

7. 문의 및 상담 

 
FAFSA 관련 홈페이지에 문의 및 상담 전화를 이용하거나 학교 

(Tel: 714-525-0088) Financial Aid를 주관하는 James 

Koo 행정 처장 (Director of Administration)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2010가을 학기 신입생 안내 
 
대학원 (23명) 

 

이연상 문주희 박성혜 박상범 

    

주선민 강정주 오철희 태경란 

   

N/A 

최명균 홍영미 제희준 박옥희 

   
 

이안나 정기덕 이병희 차정안 

   

N/A 

김지선 나대순 고명숙 이은정 

   

 

인영선 심영기 이순영  

 

대학부 (23명) 

 
   

김로이혜 정동숙 김형찬 김희찬 

  

N/A 

 
김신균 김혜란 송경수 이대혁 

    

이명숙 강영미 안병준 박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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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N/A N/A 

 
김주아 민선자 임수화 김채란 

  

N/A 

 

안상훈 이창석 손영선 서희자 

  

N/A  

정연숙 최유진 한태실  

 

 
 

1.  2010년 가을 학기도 중반이 되었습니다.주님께서 은혜로 한 

학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11월 2일 (화) 학교 채플 시간(오후7시-8시)에 이태리 

밀라노 “유럽을 위한 교회”(박상연목사)의 교회 성가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 GMU-강의관리 시스템 (http://moodle.gmuedu.org)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강의와 자료가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과목별 강의 안 및 과제물 등을 직접 웹사이틀 통해서 

등록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듯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4. 통신 학생분 들은 반듯이 강의를 수강 하신 후 강의 요약 

본을 GMU강의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주시고 중간 시험 및 

기말시험을 위해서 감독자 선정을 하시어 학교 행정처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E-mail: gmu@gmuedu.org)  

.  

5. 학생증 및 도서관 ID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하시어 도서관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사진이 없으신 분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2011년 3월 7-16일경(아직 미확정)에는 GMU 그리스 

터키 성지 순례를 김종옥목사님 (GMU교수. Holy Land 

Bible Institute 소장)의 인도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가비도 꾸준히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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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U 후원자 명단 (Aug 21- Oct 30, 010) 
후원교회 

사랑의 빛 선교교회 (김재문목사)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목사) 

미주비젼교회 (이서목사) 

샌디에고갈보리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목사) 

생수의 강 교회 (안동주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목사) 

갈보리복음교회 (이달은목사) 

후원자 

문정임, 김신정, 박명룡, 이창수, 염동해, 이덕진, 

이성재, 박경우, 이순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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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주요 학사 일정 
 

Labor Day         Sep. 6(월) 

수강변경마감        Sep. 10(금) 

휴강 (총회)          Sep 20-23 

Thanksgiving Holiday  Nov.25 

학기말고사              Dec. 13-16 

 

2011 주요 학사 일정 
 

성적제출 마감           Jan. 7 

겨울방학 특강           Jan 10 –  13(월-목)   

2011 봄학기등록        Jan. 11 - Feb. 4,  

2011 봄학기 개강예배     Feb. 3 (목) 

2011 봄학기 강의 시작    Feb. 7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