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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선지학교인 광신대학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합니다. 또한, 정규오목사님, 정규남목사님 등 훌륭하신 전임 총장님들의 수고와 
적극적인 헌신을 통하여 우리 대학교가 학부 5개 학과, 6개 대학원 등을 갖춘 명실공히 명문신학대
학으로 발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지역교회와 성도님, 목사님 그
리고, 1만5천여 동문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와함께 50여명의 전임교수님들을 포함한 약 
150여명의 교수, 강사님들과 20여명의 직원님들의 선지학교를 향한 지금까지의 전적인 헌신과 수고
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부족한 저에게 크신 은혜주셔서 약 40여년 동안 목회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제 선지학교를 위해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학교를 섬기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감당해 온 목회 사역과 마찬가지로 최우선적으로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으

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모든 광신의 가족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전임 총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광신대학교가 더 흔들림 
없이 선지학교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에서 늘 기도함과 더불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의 목회 경험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인적 인프라를 총 동원해 [더 많은 후원자와 동역자 확

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금까지 학교가 잘 수행 해왔던 ‘10만성도기도후원운동’, ‘발전기금 모금운동’, ‘동문1인 
장학금후원운동’ 등을 잘 계승할 뿐 아니라, ‘학교후원 미참여교회 방문’, ‘기독실업인 후원참여 운
동’ 등 새로운 후원 아이템을 계발하여 제가 직접 [발로 뛰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신대학교가 정통보수신학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학교
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동문과 동역자들과 더불어 [정통보수신

학의 파수꾼의 한사람이 될 것이며, 건학이념을 살려 더 나은 교육환경 확보, 포스트코로나 시대

를 대비한 온라인학습 기반 조성, 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제공, 우리 광신대학교만 가진 현장목

회의 트랜드를 세워 목사후보생 사역준비 프로그램 강화, 선지학교로서 목회자 지원프로그램 개

발, 재정확보를 통한 장학금 확충, 교수-직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신대학교 제8대총장 김경윤목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