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고든콘웰 신학교는 1969년에 미북동부 지역에 견고한
복음적인 신학교의 필요성을 본 저명한 복음전도자
빌리 그래함 목사 (Rev. Billy Graham), 해롤드 존 오켕게
박사 (Dr. Harold John Ockenga), 자선가 하워드 퓨 (J. Howard
Pew)의 리더십으로 콘웰 신학교 (Conwell School of Theology;
본래 펜실베니아주 템플 대학교 분과) 와 고든 신학교
(Gordon Divinity School; 본래 보스턴 선교훈련원, 후에
고든 대학 신학과 선교) 를 합병함으로 시작되었다.
고든콘웰 신학교를 통해 본 이들의 공통된 비전은“
견고한 복음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초교파적인
신학교를 세워 성경이 무오하고 귄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대한 신조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영역에서 복음전파를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었다.
고든콘웰 신학교는 오늘날에도 이 비전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현시대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캠퍼스들

고든콘웰 신학교의 메인 캠퍼스는 메사추세츠주
해밀턴 (Hamilton, MA)에 위치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Charlotte, NC) 와 플로리다주 잭슨빌 (Jacksonville, FL)
에 캠퍼스들이 있고, 메사추사츠주 보스턴 캠퍼스
(Boston, MA)는 도시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리더

고든콘웰 신학교 총장은 저명한 윤리학자이며
고든콘웰에서 Colman M. Mockler Distinguished Professor of
Christian Ethics 으로 섬기고 있는 데니스 홀린저 박사
(Dr. Dennis P. Hollinger) 이다. 이사회 회장은 미국내 여러
교회들을 담임했으며 9 권의 책 저자인 존 허프만
(John A. Huffman, Jr.) 이다.

교수진

성서고고학부터 강해설교에 이르는 여러 전문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60명이 넘는 교수들이
고든콘웰 4캠퍼스에서 가르치고 있다. 다양한
나라, 교단, 배경에서 온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서든지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학생들

현재 고든콘웰 신학교에는 64개의 나라와 91개의
교단에서 온 2,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

오켕게 연구소

고든콘웰 신학교의 공동창립자이자 첫 총장이였던
해롤드 존 오켕게의 이름을 기인한 오켕게 연구소는
교회의 갱신, 국제적 사역, 문화적 변혁 등을 위하여
다음의 기관들을 통해 고든콘웰 신학교의 비전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Shoemaker Center for Church Renewal
(교회의 갱신을 위한 슈메이커 센터)
•Haddon W. Robinson Center for Preaching
(해돈 로빈슨 설교학 센터)
•Mockler Center for Faith & Ethics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의 믿음과 윤리를 위한 모클러 센터)
•J Christy Wilson, Jr. Center for World Missions
(크리스티 윌슨 주니어 세계선교 센터)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세계 기독교 연구 센터)
•Compass Youth Program
(콤파스 청소년 사역)
•Alumni Services
(동문회 섬김 사역)

피어스 센터

존 피어스와 로이스 피어스가 학생들의 영성개발을
위해 설립한 피어스 제자훈련센터 (Pierce Center for DiscipleBuilding)는 고든콘웰 신학교가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제자들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로버트 쿨리 연구소

로버트 쿨리 센터 (Robert C. Cooley Center)는 초대 기독교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 세워진 센터이다. 이곳에는
로버트 쿨리가 수집한 성서고고학 및 초대 기독교 관련
책, 학술지, 미디어 자료, 유물 등의 다양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the Robert C. Cooley Collection of Biblical Archaeology
and Early Christianity).

학위 수여 프로그램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학문적인 문학 석사 (Master of Arts – academic)
• 전문적인 문학 석사 (Master of Arts – professional)
• 신학 석사 (Master of Theology)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 선교학 신학 박사 (Doctor of Theology in Missiology)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과의 공동 학위 과정.

Contact: http://www.gordonconwell.edu/hamilton/
Korean Ministries: http://www.gordonconwell.edu/hamilton/current/Korean-Minis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