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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 from Dean

도약을 앞두고
사랑하는선지생도여러분께:

우리 는 지금 아주 큰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GMU .
멀지 않은 이때에 더 잘 준비된 추수꾼들을 전 세계의 선교지와 북미주 일대에 파
송하기위해우리 는 도약하지않으면안되는 상황에도달했습니다GMU .
무엇을 도약시켜야 할까요?
(1) 실력이 도약되어야 합니다. 우리선지생도들은 헬라어히브리어를배우고주경
신학을 깊이 있게 해야 하며 역사신학을 통해 오늘의 시대상을 진단 평가하며 내일
의 대비책을 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리더쉽의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
다 가정이 붕괴되어가는 이때에 가정치료사들이 우후죽순 처럼 배출되어야 합니.
다 선교지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의(2) GMU 에 도약이 있어야Software 합니다 더 훌륭한 교수님들이 에 합. faculty
류하셔야 합니다 더 우수한 학사 행정 팀이여러분을섬겨야합니다. .

의(3) GMU 에 도약이 있어야Hardware 합니다 도서관에 필요한 장서 수는 만. 4 5
천권입니다 약 는 영어 책으로 나머지 는 우리말로 된 신학서적으로 채우. 40% 60%
려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좋은 졸업생들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여러선지.
생도님들이 사역지에 가서 열매를 맺으려면 실력이있어야 합니다 사울은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지 불과 몇 주 만에예수님의하나님되심을증명하고
다녔습니다 무엇이그를그렇게빨리무장시켰을까요 여러가지요인이있겠지만. ?
그 중에서도 그의평소에 쌓아두었던실력이었습니다 그의헬라어와히브리어.
실력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헬라철학에대한깊은이해 그리고헬라문학에. .
대한 깊은 조예 중동의 여러 문화와로마문화에대한이해들이 즉각적인무장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실력을 쌓으십시오 최고의 교수진을 준비할 것입니다 최고의 도서관을 준비할 것. .
입니다 최고의 실습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학교의 행정능력이 따라 주어야 합. .
니다 학교의 시설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된 교육기관이 되어야 합. .
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여러후원자님들의 가필요합니다. Support .
월 일 화요일 오후 시부터 시작되는 후원의 밤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많5 15 7 GMU
은 후원자님들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 졸업생 현황GMU 졸업생 현황GMU

구 분 대학부 (B.Th.) 대학원 (M.Div.) 합계

출석학생 38 39 77

통신학생 19 18 37

합 계 57 57 114

졸 업 연 도 신 학 사( B.Th.) 목회학 석사 (M. Div.) 합 계

년도1996 15 19 34
년도1997 20 15 35
년도1998 14 8 22
년도1999 8 7 15
년도2000 5 9 14
년도2001 6 9 15
년도2002 10 3 13
년도2003 8 4 12
년도2004 3 3 6
년도2005 5 7 12
년도2006 5 6 11

합 계 95 87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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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상태 GRACE MISSION UNIVERSITY

GMU Organizational Chart

이사: 김광신 한기홍 김재문 유봉재 홍성훈 안동주 김종. . . . . .
신승훈 이서 강충원 정태인 신승현 최규남. . . . . .

감사: 김종옥 이달은.

재학생 년도 봄학기 현황GMU 2007

졸업생들에대한 demand :◉

목회자 요청
● 캐나다 남부지역 캐나다에거주하는한인들을 대상으로개척교회를시작하실전도사님부부를--

찾습니다 교회가 설립되는 동안첫 년내지 년간생활비를제공합니다. 1 2 .
만일 교회 건축을 하게 될 경우교회건축비를지원해드립니다.

● 미국 지역LA -- 남가주에서자리잡은 아주 훌륭한한인교회에서목회부에서사역할사역자를원합니다.
견실한 인격과 높은 실력을 갖춘분으로 세목회에관심있으신분은학장님께말해1
주세요 사역은 주로 심방과 제자훈련 일대일양육 훈련입니다. , , Qt .

● 선교사 요청 -- 사할린 북부의 오하에서 영어로사역하실분을찾습니다 지금오하에는 여명의. 3000
석유 기술자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일하고 있습니다 오하에는현재러시아.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오하에서영어목회를시작하실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우리 가 파송한. GMU 첫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 열심히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후원자가되십시오 후원자를찾아오십시오. . . .◉
월 일입니다 후원의 밤이 성공적이되도록기도해 주십시오5 15 . “GMU ” .

◉ 의 새 역사를 시작합시다GM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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