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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 창수 전도사님이 죤 스토트 목사님이 서거 했을 때 쓴 글입니다.  

GMU 커뮤니티의 현대신학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KC 

 

                     자유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GMU는 개혁신앙의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중략) …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신앙도 세월이 가면서 복음주의, 자유주의, 근본주의로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기적을 신화라고 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이천교수는 자유주의는 전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929년,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된 프린스턴대학을 떠나 보수신학의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근본주의와 복음주의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엽, 자유주의의 전횡으로 미국의 기독교가 침체에 빠졌을 때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1895년 나이아가라에 모여 

성경의 기본교리 다섯 가지를 발표하여 근본주의를 태동시켰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1) 성경의 무오성, 2)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3)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 4)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5) 예수님의 가시적 & 육체적 재림 등이었습니다.                                                                            

이 근본주의 운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침체된 미국 교계에 새로운 전기를 일으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리적 

축소주의와 방법적 편협주의로 인해 근본주의만으로는 보수신학을 대변할 수 없고 복음의 사회적 적용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즉 복음의 사회 참여와 문서선교, 해외선교 등 행동주의를 강조 하였습니다. 이렇게 

1940년대 미국 교계에 태동된 신복음주의는 곧이어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에 우리 개혁교계의 거목이신 존 스토트 성공회 목사님이 90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복음주의의 기본진리(Evangelical Truth; 2002, 기독학생회출판부)’라는 그의 저서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별하는 10가지의 잣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p. 27-30). 이외에도 목사님은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도 자주 참고로 하고 있는 “BST 주석 시리즈”의 로마서 강해, 사도행전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 등 신약성경 9권의 BST강해서를 남겼습니다. 또 스토트 목사님은 유명한 선교회의인 ‘1974년 로잔회의’를 

주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소천에 대해 남침례신학교의 앨버트 몰러 총장은 “20세기 복음주의는 존 스토트 목사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분하는 잣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본주의는 반지성주의 경향을 보인다. 복음주의는 인간의 지성과 학문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긴다.  

둘째, 근본주의는 문자주의에 치우친다. 복음주의는 성경의 비유, 시적 표현 등을 인정하고 문학적 방식을 따라 해석한다.  

셋째, 근본주의는 성경의 영감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인다.복음주의는 하나님이 성경저자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본다. 

넷째, 근본주의는 성경 본문을 자신을 위해 쓰인 것처럼 직접 적용하려 든다. 복음 주의는 성경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현재의 문화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다섯째, 근본주의는 교회연합(Ecumenical)을 거부한다. 복음주의는 WCC(세계 교회협의회)의 자유주의적인 경향은 

비판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지지하는 분별력을 발휘한다.  

여섯째, 근본주의는 자신들과 맞지 않는 어떤 집단과의 교제도 거부한다. 복음주의는 교리적 순결을 지키면서 관용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일곱째, 근본주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배척한다. 복음주의는 세상을 본받지 않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헌신한다.  

여덟째, 근본주의는 사회적 차별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복음주의는 인종적, 사회적, 성적 평등을 실천한다.  

아홉째, 근본주의는 교회의 소명을 단순히 복음선포라고 주장한다. 복음주의는 전도를 우선하되 사회적 책임도 외면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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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봄학기 신입생 환영회 
- 2013년 2월19일(화) 저녁7 시,장소: GMU 채플실(미라클 센터 1층) 

- 모든 신입생들을 환영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행사와 

식사는 준비하신 학생회에서 감사 드립니다. 

  

  

  

  

  

  

  

  

  

  

GMU 봄학기 소풍 안내 
-일자: 2013년 3월 23일 토요일, -장소: GMU / 은혜 한인교회 정원 

-GMU 봄학기 소풍을 주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GMU 커뮤니티와 

가족과 함께 참여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게속> 

열째, 근본주의는 종말에 대해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세세하다. 복음주의는 

종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을 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GMU는 개혁주의 신학교이며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으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예수님의 가시적 & 

육체적 재림을 믿습니다.  

 

GMU는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을 따르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경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학문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교리적 순결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교회연합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GMU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GMU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지만 재림에 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 이창수 전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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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봄학기 학생 기도회  
-일자: 2013년 4월 12일(금)- 13일 (토), -장소: 은혜 기도원 

-산상기도회 및 예배, 친교, 바비큐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적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GMU 2013년도 졸업 예정자 명단  

(List of 2012 Graduate) 
대학부 (4명)  

 
   

 

 유한나 고대순 이은주 조형은 
대학원(통신) 

윤종욱 

대학원 M.Div (21명) 

   
 

 

차정안 김원자 박경숙 선세리 육정모 

     

이상숙 이선희 이수옥 이연상 이영철 

 
    

이은미 정기덕 정재규 태경란 이유남 

     
박영숙 박혜은 오영란 조미경 자카랴 

 

 
 
GMU 후원자 명단 (Feb 9,2013-May 7,2013) 

후원교회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미주비젼교회 (이서 목사), 샌디에고갈보리교회(박요한 목사), 

예수사랑은혜교회(하만진 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 목사), 생수의 강 

선교교회 (안동주 목사), 샌디엔고 사랑교회(박병섭 목사)  

후원자 
송앤, 안승녀, 조재현,김명순, 육정모,육용복, 박근중, 조영배, 이달은, 박재임, 

염동해,박근중, 김태원, 박성진, 정문선, 이창수, 장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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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U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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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봄학기 종강예배 및 졸업생 환송회 

2013 봄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졸업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식사와 행사준비는 

학생회에서 준비합니다. 

- 일시: 2013년 5월 14일(화) 오후 7시, 설교: 한기홍 이사장   

- 장소: 미라클 센터 1층 채플실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2013 봄학기 Course Evaluation 참여  

2013 봄학기 Course Evaluation 양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출석학생은 강의 

시간에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신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수강 과목별로 작성 하시여 

학교로 Fax(714-525-0089), 우편 혹은 e-메일(gmu@gm.edu)로 5월 31일까지 

우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013년도 졸업식 안내   

2013년도 졸업식(Commencement)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재학생 및 

졸업생, 가족, 동문, 후원자 및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2013년 6월 3일(월) 오후 7시 

- 장소: 은혜한인교회(GKC) 비젼(Vision)센터(새성전)  

*특히 졸업식전 교수, 졸업생, 가족이 함께 하는 만찬은 5:00 pm에 

비젼(Vision)센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졸업생 분들은 식사 참석 예상 인원을 

꼭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4. 2013 여름 학기 안내  

여름 학기 과목이 다음과 같이 확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www.gm.edu)의 수강 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Federal Student Aid 등 해당자에 한하여 여름 학기 과목을 Fall(가을학기)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June 4 -7  

(Tue-Fri)  

에스라 성경 세미나 Bible Survey  

(Ezra Bible Seminar )  

2학점 

노우호교수 

June 24-27 (Mon-

Thu)  

파워포인트 및 동영상 

Church Presentation & Multi media  

1학점 

구자혁교수 

July 8-11 (Mon-Thu) 워드 및 엑셀  

Office Program Skills  

1학점 

김현완교수 

July 29-Aug. 15  

(월,화,목) 

Aug. 19-21 (월화수) 

헬라어 I (Greek I)  

신입생과 아직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필수  

3학점 

김현완교수 

 

5. 선교학 박사(D.Miss) 및 신학석사(Th.M) 강의 안내 

선교학박사(D.Miss)과정과 신학석사(Th.M) 여름 Intensive Courses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과 신청바랍니다.  

6/10( Mon) -11(Tue) Research Design I-II 논문작성 I-II /김현완 교수 

6/10( Mon) -14(Fri) Mission History & Global Status  

선교역사와 세계정세 / 최규남 교수  

6/17( Mon) -21(Fri) Culture, Sexuality, Boundary & Ministry 

문화, 성, 경계선과 사역 / 피터강 교수  

*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6. GMU 초청의 밤(Open House)   

미래의 GMU 학생들에게 GMU를 소개하는 초청의 밤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을 소개하여 데려오시면 추천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오신분들은 

등록금 면제 및 많은 상품을 드립니다.  

*일시: 2013년 6월 11일(화) 오후 7시, 장소: 은혜한인교회(GKC) 미라클 센터 1층 

 

 

7. 2013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GMU는 미국 교육부(USDE)가 인정하는 TRACS 및 ABHE 정회원 인가를 받은  

복음주의 신학교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선지생도를 교육하고 있으며 

유학생을 위한 Form I-20를 발행과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위한 정부학자금 

보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한국어와 영어강의(English Track)가 함께 

열리며, 온라인 교육 (Distance Education)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소개 바랍니다.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 및 입학서류 다운로드는 학교 홈페이지(www.gm.edu) 

참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8. 2013-2014년도 Federal Financial Aid (정부학비보조) 신청 및 상담  

2013-2014년도 Federal Financial Aid (정부학비보조)신청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생 및 신규 신청(그랜트 및 론)을 5월 중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 구자혁 행정처장,  

* 상담일정: 월, 화, 목 오후 2시 – 오후 9시, 꼭 일정을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2012년도 세금보고 등)를 준비해서 학교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9. 사역자 구인 안내 

주님의 교회 (하시엔다 하이츠, 김병학 목사) - 반주자 1명  

남가주 주님의 사랑 교회 (가디나, 오상규 목사) - 찬양, 행정 전도사 1명 

* 이력서를 준비하시어 학교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0. 도서관 복사기 및 무선 인터넷 추가 설치 

향상된 학생 서비스를 위해서 도서관에 신규 복사기를 설치하여  도서관에서 

직접 복사 및 프리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리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하여 학생전용 Wireless(SSID : GMUStudent)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용법 및 문의 사항은 도서관 스탭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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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U School News  

2013 년도 Fall (가을학기) Academic Schedules 

Online Registration               

Personal Registration Counseling    

Late Registration (Fee $20)  

Faculty Development Day           

Fall 2013 Opening Chapel           

New Student Orientation          

New Student Bible Test 

First day of Fall Classes             

Last day to Register Fall 2013       

Labor Day (Close)                  

Last day to Add / Drop Fall 2013    

Fall Break (Reading Week)           

특강(김광신 목사님/ 율법과 복음):                

Thanksgiving Holiday               

Fall 2013 Closing Chapel            

Final Examination Week             

Last day of Grade                   

Spring 2014 Opening Chapel         

First day of Spring 2014 Classes             

 

Aug 1(Thu) - Aug 16 (Fri) 

Aug 5(Mon) - Aug 9 (Fri) 

After Aug 19 (Mon) 

Aug 22 (Thu) (Faculty Room, 5:00 pm) 

Aug 22 (Thu) (Chapel Room, 7:00 pm) 

Aug 22 (Thu) (Room 317, 8:30 pm) 

Aug 22 (Thu) (Room 317, 9:00 pm) 

Aug 26 (Mon) 

Aug 30 (Fri) 

Sept 2 (Mon, 월요일만 휴강) 

Sept 6 (Fri) 

Sept 16(Mon)-20(Fri) 

시간 및 일정 차후 공지 (1학점) 

Nov 28(Thu, 목요일만 휴강)  

Dec 3 (Tue) (Chapel Room, 7:00 pm) 

Dec 9 (Mon)-13(Thu) 

Jan 5, 2014 (Sun) 

Jan. 30 (Thu)  

Feb 3 (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