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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 from EVP/CEO 
 

 

GMU 가족 여러분께: 
 

주님께서는 우리 GMU 로 이번 2012 가을학기에 44 명의 신입생을 보내 주셨습니다. 

신입생을 많이 보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동시에 20 여명의 재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와 

공부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이번 달에 FAFSA (연방정부 학생재정 보조) 

인가를 받게 되면 많이 해결될 것이고 공부의 어려움은 다음의 세가지를 명심하시면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사명의식을 새롭게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나는 왜 신학교에 왔는가?” 이 문제를 철저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안에서 확실한 

소명(calling)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선지생도로 세우신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라는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2)두 번째로는 신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흘린 땀 한방울이 졸업 후 목회지에서나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흘리게 될 지도 모르는 엄청난 양의 피와 눈물을 미리 

예방하게 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실력과 영성을 갖춘 사람만이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마지막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명을 받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공부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포도 나무되신 예수님께 찰싹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절대로 

공부가 힘들지 않습니다. 공부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등록하신 182 명의 선지생도 전원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을 회복하시고 오늘 공부하느라고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며 매일 매일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 년 9 월 11 일 

최규남 부총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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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  
-6월 4일(월) 은혜한인교회, 7:00 pm 

-Vision Center (새성전) 
 

  

  

  

  
 

GMU 초청의 밤 (GMU Open House) 안내 

-날자: 2012년 6월 25일 (월) 7:00pm 

-장소: Miracle Center 1층 대 예배실 

  

  
 

TRACS 정회원 및 ATS 조회원 인준 감사 예배 

및 축하 뱅큇 안내 

- 일시: 2012년 6월 28일(목) 오후 6:30 

- 장소: 미라클 센터 대 예배실 1층  
 

  

  

  

  

 

세계한인 선교대회 (KWMC) 참여  

-일시: 7월 23일(월)-27(금) 

-장소: Billy Graham Center, Wheaton College,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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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가을학기 개강 예배  
-일자: 2012년 8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미라클센터 1층 대예배실 (은혜서점 옆) 

  

  

Fall 2012 신입생명단 
Bachelor of Art (대학부) (19명) 

    
김준 이려진   이승철 이두리 최성근 

  
   

김문지 최기숙 김태연 전주영(여) 오아름 

 

   
 

한정희 안정환 서춘길 김태형 김동수 

 

    

장미정 김명숙 이은진 조준석  

Master of Arts (대학원) (5명)  

  
  

  백옥경  김원호  배득룡 구영자 강신영 

 

 

Master of Divinity (대학원) (20명)  

   

 

 
  이용일 권유신 이창석 살타낫 복진혁 

 
 

 

  

길세라 김요셉 임자영 서영순  한성민 

   
 

 

이묘옥 최상철 강성섭 허인원 문정님 

   
한익모 이상백 정준 이성민 성은경 

 

 

 

 

 

 

 

 

 

 

 

 

 

 

 

 

 

 

 

 

GMU 후원자 명단 (May 15-Sept10,2012) 

후원교회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사랑의 빛 선교교회 (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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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디엔고 사랑교회(박병섭 목사)  

후원자 
염동해, 이창수, 문정임, 이순옥, 정희정, 최명균, 안승연, 권혁창, 

서금순, 피터강, 죠이스남, 이용희, 김영환, 정태인, 이효인, 김은종, 

최선희, 엄기석, 박영애, 조용식, Reidar Rambol, 육용복, 김희건, 

자카리아, 강완식, 오택만, 박근중, 림영석, 지명현, 육정모, 고명희, 

이다은, 조영배, 박성민, 장길자, 김민성, 왕영실, 김태원 등 

============================ 

이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 및 학생,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GMU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2년도 가을 학기 학생회 임원 소개 

회 장: 오정숙, 부회장: 박성범(대학원), 김요셉(대학부) 

총 무: 태경란(대학원), 조선희(대학부), 회계: 이수진 

봉사부: 유은혜(대학원), 조형은, 태은희(대학부) 

Team mother: 유한나,  

예배: 조형은, 최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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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   

2012 가을 학기 신입생 환영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행사와 식사를 준비하신 학생회에게 감사 드립니다.)  

-시간: 2012년 9월 11일(화) 저녁7 시 00분 

-장소: GMU 채플실(미라클 센터 1층 대예배실) 

 

2. 2012 가을학기 Syllabus (강의소개서) 와 Book List (교재 

리스트)안내 

GMU 강의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 하신 후 2012 Fall 가을학기 

리스트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과서 구입 문의-

은혜서점(Tel: 714-393-5451, 714-446-1006) 

 

3. 유학생 CPT, OPT, SSA 안내 및 이민법 세미나 

GMU 유학생 비자 학생들에게 필요한 SEVIS 업무와 CPT, OPT, 

Social 신청 및 세금보고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회 및 유학생이 

알아야 할 비자 및 이민법 설명회를 실시하오니 유학생 여러분은 

필수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못 참석하는 경우 가족, 친지, 친구가 

꼭 대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317 호)  

또한 이 시간 이후에 LA 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재외 국민 선거인 

등록 관련 안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Student Tuition Recovery Fund(STRF)를 징수안내  

2012 가을 학기부터 BPP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Education Code에 의해서California resident 에게서 

Student Tuition Recovery Fund(STRF)를 징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www.gm.edu)와 BPPE홈페이지 

(http://www.bppe.ca.gov)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0당 

$2.5) 

 

5. 국제총회 및 GMI 선교대회 참여 및 자원 봉사 안내  

이번 9월 17일부터 한주간 있을 국제총회 및 선교대회 참여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기간 중 GMU 홍보 Booth에 많은 참석과 관심 바랍니다.  

-일시: 9월 17일(월)-22(토) 

-자원 봉사 내용; 진행 팀, 선교역사관, Refreshment, Decoration, 

안내, 도우미, Media, 동영상, 사진, Newsletter 제작, 등록 분야, 등  

-자원 봉사 참여 문의: 구자혁 행정처장 

 

6. 2012 가을 학기 학생 기도회 

2012 가을 학기 학생 기도회를 다음과 같이 가집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적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학생은 졸업 전까지 2회 이상 필히 참석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시간: 2012년 10월 5일(금)저녁 7:30- 6일 (토)오전 

-장소: 은혜 기도원 

-특별순서: 산상기도회 및 예배, 친교, 바비큐 파티 

 

7. 학생증 및 도서관 ID카드를 발급 

학생증 및 도서관 ID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학생증 및 도서관 ID카드 신청서(문서서식에서 다운로드가능)를 

작성 하시어 도서관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신입 –무료, 분실 

및 재 신청 -$25) 사진이 없으신 분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도서관 이전 안내 

2층 도서관이 3층 304호로 이전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도서 대출 및 반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학 중 이전 

공사에 함께 하신 학우 여러분 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9. 도서 반납 연체료 및 분실 도서 부과 안내  

연체료 및 분실도서(Fines & Lost Books)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책은 기간 전에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하루에 책 한 권당 25센트의 연체료가 

있으며, 자료가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책 한 권당 

현재가격+$5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0. 도서관 목회실습 지원자 모집       

도서관 보조로 일하실 목회실습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일정과 시간은 행정처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 시간: *월,화,목 : 10:30 AM-10시 PM,*수, 금 : 10:30 AM- 

오후 5시 PM) 

 

11. 학생 동호회(Club) 신청 및 운영 안내       

적극적인 학생 활동 지원을 위해서 GMU 가을학기부터 학생회 

Club 신청과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서는 차후공지 예정)   

 

                      GMU School News  

<급구> 
GMU 도서관은 MLS(도서관 사서)자격을 가진 분을 급히 구합니다. 

주변에 MLS학위를 가진 분을 알고 계시면 김현완학장님께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