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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 
-시간: 2012년 9월 11일(화) 저녁7 시 00분 

-장소: GMU 채플실(미라클 센터 1층 대예배실) 

● Letter from EVP/CEO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GMU 가족 여러분.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 하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라는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켄터키 주 루이빌의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교육목사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팬(fan)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돌이켜 제자의 길을 찾은 경험과 
성경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담은 글로서,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 안산 동산교회의 김인중목사는 다음과 같은 서평을 했습니다. 

“ ‘Fan 이냐 제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저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로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요구 앞에 부족한 나 자신을 반성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남은 생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더욱 순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 불같이 솟아 올랐습니다.” 
 

GMU 가족 여러분!  

모든 크리스챤은 응당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크리스챤과 제자는 동일합니다.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다음 3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가 14 장 26 절).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더 소중해야 합니다. 

(2)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7 절). 

예수님도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는데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33 절). 

(3)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 투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엉터리 크리스챤이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만 다니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넓고 편한 길로만 다닌 크리스챤은 마태복음 7 장 31 절의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우리 선지 생도님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멋지게 사시다가  
어느 좋은 날 들림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최규남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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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가을 학기 신입생 환영회 
-시간: 2012년 9월 11일(화)저녁 7시 00분 

-장소: GMU 채플실(미라클 센터 1층 대예배실)  

2012 가을 학기 신입생 환영회가 학생회 주최로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신입생을 환영하며 

준비하는데 수고하신 학생회 및 재학생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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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은혜 기도원  

- 2012 가을 학기 학생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적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학생회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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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HE Evaluation Teams 방문 

-날자: 2012년 10월 15일-17일  

학교 인가기관인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ABHE)에서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학교방문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및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사님, 교수님, 

스텝, 학생회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2 남가주 신학대학 체육대회 

-시간: 2012년 10월 20일(토) 오전 8:30- 오후 4시  

-장소: VICTORIA PARK (GARDENA)  

-주요경기: 축구, 배구, 발야구, 계주경기 등 

2012년도 남가주 신학대학 체육대회에서 저희 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참여하신 재학생 및 졸업생 

모든 교우 여러분 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식사 및 

간식 등으로 봉사해 주신 분 들께 감사 드립니다. 내년 

행사는 GMU에서 주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신착도서 (New Arrived Book)안내 

고난의 시대에 찾아온 하나님 -【김 서택 | (주 도서출판)두란노】 

어거스틴의 생애  【테일러, 데이비드 | 생명의말씀사 】  

하용조 강해설교 시리즈 【 하 용조 | 두란노 】  

전도는 쉽다 【 이 유빈 | 예목 】  

신앙생활의 첫걸음 【 무디성경신학교 | 생명의 말씀사 】  

살아 역사하는 믿음 (How Faith Works) 【 프라이스, 프레데릭 | 

베다니출판사 】  

바울의 인간과 사상 - 설교자와 교사를 위한 바울신학 입문서 -

【 바클레이, 윌리암 | 기독교문사 】  

기독교신앙ABC 【 이종윤 | 충현 】  

도전받는 현대 목회와 선교  정병관 | 생명의 말씀사 】  

세계선교 정책과 그 전략 【 고원용 | 한국장로교출판사 】  

선교대국 한국,협력사역이 길이다 【 이순정 | 베다니  】  

들어가 그 땅을 밟으라 【 황형택 | 두란노 】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 히버트 폴 | 복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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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동호회(Club) 신청 및 운영 안내       

적극적인 학생 활동 지원을 위해서 GMU 가을학기부터 학생회 

Club 신청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별도 안내서 신청서 참조)   

 

2.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성지 

순례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생생한 파노라마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 2/26(월) - 3/8(목) 10박11일 

-순례지역: 이스라엘, 요르단 

-신청마감: 11/30/2012 

-인솔: 김종옥 교수, 허동현 교수 

-GMU 선지생도는 허동현 학생 학장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도서관 및 행정 보조 목회실습 지원자 모집       

도서관 및 행정보조로 일하실 목회실습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일정과 시간은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 시간: *월,화,목 : 10:00 AM-10시 PM,*수, 금 : 10:30 AM- 

오후 5시 P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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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서 반납 연체료 및 분실 도서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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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책은 기간 전에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납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하루에 책 한 권당 25센트의 연체료가 

있으며, 자료가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책 한 권당 

현재가격+$5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6. Federal Financial Aid (정부학비보조) 준비 

미국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Federal Financial Aid 

(정부학비보조)신청 준비를 위한 사전 안내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되시는 영주권, 시민권 학우분들은 신청을 

준비하는 개별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당 및 문의: 구자혁 행정처장 

-상담일정: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  

* 꼭 일정을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학교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GMU School News  

2013년 성지순례팀 모집 안내 
-일정: 2/26(월) - 3/8(목) 10박11일 

-지역: 이스라엘, 요르단 

-경비: $2,450.00  

-신청마감: 11/30/2012 

-인솔: 김종옥 교수, 허동현 교수 

-특별사항  

1. 1학점 신청으로 3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2. 겨울학기 혹은 봄학기 정규과목으로 인정함. 

3. 봄학기 정규 과목 신청시 전액을 Federal 

Financial Aid 로 받을 수 있습니다. 
No 일자 출발지역 여 행  코 스 도착 및 

숙박 

1 2/26 

(월) 

LAX 출발  3:50 pm AF 항공기 

2 2/27 

(화) 

  도착 7:10 pm Hotel Check-in, 

Orientation 

암만 

3 2/28 

(수) 

요단강 베다니 세례터, 혜롯 선착장, 소돔, 

고모라, 롯의 동굴, 모세의샘, 페트라 

유적(시크길, 엘카즈네신전, 

로마원형극장 등) 

페트라 

4 3/1 

(목) 

페트라 

 

쇼박, 다나, 보스라, 세렛골짜기, 카락성, 

아르논골짜기, 느보산, 구리놋뱀, 

헤스본성,  

암만 

5 3/2 

(금) 

암만 암몬성, 얍복강, 제라쉬유적, 아즐룬성, 

엘리야고향 디셉, 그릿시내, 펠라 ,  

벳산국경 출국. - 이스라엘 입국 -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 항해 후 호텔 

투숙. 

갈릴리 

6 3/3 

(토) 

갈릴리  팔복교회, 타브가, 가버나움, 골란고원, 

쿠네이트라, 가이사랴빌립보, 폭포, 텔단, 

텔하솔, 하솔박물관, 고라신  

 

갈릴리 

7 3/4 

(일) 

여리고 나사렛, 셉보리, 므깃도, 

갈멜산, 길보아산지와 하롯샘, (사마리아, 

세겜, 실로 - 상황이 허락하면), 여리고.  

 

여리고 

8 3/5 

(월) 

사해 쿰란, 엔게디, 마사다, 사해수영, 

텔아라드, 브엘쉐바, 쉐펠라골짜기, 

라기스, 엘라골짜기, 소렉골짜기, 

벧쉐메스, 아얄론골짜기, 벧구브린, 

게젤.   

예루살렘 

9 3/6 

(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로디온, 감람산, 승천돔, 

눈물교회, 겟세마네, 라이온게이트, 

안나교회, 베데스다연못, 비아돌로로사, 

성묘교회, 가든 Tomb,  

예루살렘 

10 3/7 

(수) 

예루살렘 통곡의벽, 성전산, 기드론골짜기, 

워렌수갱, 기혼샘, 히즈키야터널, 

실로암연못, 시온산, 마가의다락방, 

나비사무엘, 기브온, 벧호른, 엠마오 

벳샨 국경통과 --> 암만 공항 

항공기 

11 3/8 

(목) 

암만 3/8 /2013 01:40 am 출발, 당일 LAX 

1:15 pm도착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