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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할렐루야!  

존경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자님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GMU 는 이제 미 주류 신학교 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명문신학교로 그 탁월함과 공신력을 ATS, TRACS, ABHE 정회원 인가를 통해 증명해 

냈습니다. 이제 그레이스미션 대학교는 미국 연방 교육국이 인정하는 PhD in 

Intercultural Studies(교차문화학 철학박사, TRACS 인가)와 DMiss(선교학 박사, 

ATS 인가)프로그램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GMU 교수진들이 학생 한 분 한 분을 목회와 

선교 그리고 신학의 최정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허락해주신 모처럼의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GMU 박사과정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전은 자기발전은 물론이고 북음주의 

목회, 선교 신학정립을 도울 것이며 마지막 부흥의 뇌관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  

최규남 박사 
 

예수님 안에서 

총장/CEO 최규남 박사 

 

초청의 글 

 

지금보다 더 불확실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대기업도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 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된 교회(마 13:52)는 어디로가고 

있습니까? 선교의 DNA를 물려받아 천국을 침노(마 11:12)하기까지 했던 사도적 교회의 

모습은 과거의 유물입니까? 아니면 역동적 진행형입니까? 

설립 초기부터 그레이스미션대학 박사원은 급변하는 세대를 향한 대안적 

선교패러다임을 신실하게 제시해왔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허락하신 선교학 박사(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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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issiology)와 철학박사 과정(PhD in Intercultural Study)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열방과 

전해야 하는 교회 모두에게 주어진 강력한 은혜의 수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사원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27,500여 명의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과 7000개의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는  

Serve the Churches. 
 

- 차세대 선교 동력으로 쓰임 받을 리더십을 세우는  

Glocal leadership build up. 
 

-세계 선교를 견인할 아시아 신학의 맹주로서 한국 선교신학을 세워 나가는  

Leading the Mission. 
 

아프리카의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하는 선교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눈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대오를 이뤄 함께 전진하는 우리는 황제펭귄입니다.  

 

함께 갑시다! 

신실하고 든든한 어깨로 최선을 다해 동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승리의 깃발만을 드높이는 원정대의 선봉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사원장  

이병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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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선교학 박사(D.Miss.) 학위 목표 

선교학 박사는(DMiss) 선교학 교육을 위한 최종 학위로 선교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 것과 

선교와 목회 현장 사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 자기 개발을 통하여 선교환경과 목회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미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가지고 풍부한 

선교경험이나 다문화 사역의 경험을 가진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GMU에서 선교학 

박사(DMiss)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건강한 선교활동 및 교육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입학자격 

1)인가 받은 학교에서 Mdiv, ThM 또는 동등한 석사(Master)학위를 받은자로 선교학 

과목을 5 개이상 포함하여 70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선교학 과목이 적으면 입학하여 

추가로 들어야 한다.) 

2) MA 학위를 받았을 경우, GMU 에서 조직신학, 성경 언어, 교회사, 선교학 과목들을 

예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면 선교학 박사(DMiss) 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  

3) 3 년 이상의 다문화 목회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입학사정 인터뷰에 통과하여야 한다. 

5) 입학시 요구되는 제반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하단의 핸드북 참조)   

6) 인가받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거나 취득한 자가 편입할 땐 12 학점까지 

인정 가능. 

 

III. 이수 학점 및 교과 과정 

전체 4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논문이 통과 되면 선교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교과 과정은 4학점짜리 학과목 8개와 리서치 과목 3학점, 그리고 학위 논문 8학점 이다. 

3년차에 논문을 마치지 못하면 마칠 때까지 매 학기 마다 연장신청을 하고 계속 

등록을(등록비 $130) 해야 한다. 연장은 2년까지 할 수 있다. 

 

  

IV. 수업 년한(3년) 

선교학 박사 과정 수업 년한은 일반적으로 3년 이다. 2년 동안은 GMU에서 수업을 하고, 

3년차는 논문을 쓰는 기간이다.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수업을 하는 2년 동안에 논문을 

시작하면 3년 안에도 졸업이 가능하다.  

해외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학과목 중에 50%는 온라인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다. 즉, 1년에 

겨울이나 여름 중에 한번만 클래스에 참석하고, 1학기는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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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GMU 의 교과과정 

GMU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목의 수업을 한다. 그러나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수나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A. 공통 필수 과목(각 과목당 4학점) 

공통 과목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다. 공통 과목에서 

20학점을(5과목) 이수해야 한다. 다른 전공분야의 과목들은 공통 과목에 해당하므로 다른 

전공분야의 과목들을 수강해도 된다. 여기에 있는 과목들은 교수님의 사정이나 더 좋은 

학업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Year First Semester 2nd Semester 

 Course Name Credit Course Name Credit 

1st  

Mission History 

Anthropology 

Integration Seminar 

Advanced Hermeneutics 

 

4 

4 

4 

4 

 

Mission Theology  

Missional Leadership 

Missional Church 

Cross-Cultural Preaching 

 

4 

4 

4 

4 

2nd  

Contemporary    

Mission Strategy  

Biblical Mission Studies 

Worship & Culture 

Integration Seminar 

 

4 

4 

4 

4 

 

 

Cross Culture Church Planting 

Missionary Total Care 

Missiological Pneumatology  

Research Design 

 

4 

4 

4 

4 

3rd and 

beyond 

 

Dissertation Writing 1 

 

4 

 

Dissertation Writing 2 

 

4 

B. 전공과목 (각 과목당 4학점) 

전공선택 없이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다. 전공을 선택하기를 

원하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3과목을(12학점) 이수해야 한다. 현재는 4개의 전공이 

있지만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1. 선교리더쉽 전공  

평생 지도자 개발(Life-long Leadership Development), 지도자의 멘토링(Mentoring of Leaders) 

2. 선교전략 전공 

세계선교전략(Current Issues in Mission), 문화인류학(Anthropology), 현대성령신학과 선교  

(Missiological Pneumatology) 

3. 선교상담학 전공 

선교상담이슈(Mission Counseling Issue), 선교사 토탈케어(Missionary total care), 상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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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담의 실제 

4. 선교신학 전공 

선교신학(Theology of Missions), 고급 성경해석학(Advanced Hermeneutics), 다문화 설교학 

(Cross-cultural Preaching).  

 

VI. 수업방법 및 일정 

A. 등록(봄학기 - 12월 마지막 주까지, 가을학기 - 5월 마지막 주까지)  

모든 후보자들은 봄학기를 위해 12월 마지막 주까지 또 가을학기를 위해 5월 마지막 주까지 

등록을 마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교학 박사(DMiss) 과정의 과목은 1월에 2주 동안(2-

3째주) 두 과목을 배운다. 그러나 때에 따라 11-12월에 미리 1과목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가을학기는 6월에 2주 동안(2-3째주) 두 과목을 집중강의를 한다. 때로는 6월에 3과목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매 학기 마다 4학점짜리 과목을 1주일 동안 공부하여 

총 두 과목씩을 공부하면 된다. 2년 동안 4학점짜리 9과목을 듣고, 2학점의 논문작성법 

과목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논문제안서 1학점과 논문 8학점을 등록하여 통과하면 선교학 

박사과정을 마친다.  

 

 

B. 논문작성법 강의  

논문작성법 강의가 열릴 때는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이 시간에 참여해야 과제를 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선교학 박사(DMiss) 논문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 

날은 반드시 개인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와야 한다.  

 

C. 과제 제출(봄학기 - 4월 말까지, 가을학기 - 11 월 말까지) 

각 과목당 할당된 분량의 책을 읽고, 수업 전에(봄학기 - 4월 말까지, 가을학기 - 11월 말까지) 

독후감과 기타 과제를 제출해야만 2주간의 집중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독서과제는 

일반적으로 1과목당 2,400 페이지 이상이다. 이 독서과제는 과목의 교수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대로 제출해야 한다.  

 

D. 집중수업 (가을학기 - 6월 2-3째주 2주간, 봄학기 - 1월 2-3째주 2주간) 

매 학기 마다 4학점짜리 2과목씩을 공부하게 된다. 즉 4학점짜리 한 과목을 1주일 동안 

수업하게 된다. 가을 집중수업은 2과목을 6월 2-3째주에 2주 동안 진행한다. 봄 집중수업은 

2과목을 1월 2-3째주에 2주 동안 진행한다. 교회와 목회의 모든 일정들을 잘 조정하여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은 미리 박사원 

디렉터와 상의 해야 한다.  

 

E. 중간 소집 교육(매년 9월 말 – 10월 초순)  

학생들의 과제수행 및 논문 진행 사항 점검을 위해 1년에 한번 중간 소집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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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등록금 및 장학금 

GMU의 선교학 박사(DMiss) 과정 등록금은 선교를 지원하는 학교의 정책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 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학교의 40-60% 정도의 학비로 공부할 수 있다. 선교학 

박사과정의 수업료 및 등록금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학기 등록시 한 번에 1학기 

수업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정이 있을 경우 박사원 디렉터와의 상담을 

통해 허락 받은 사람은 학기 등록금 중에 50%는 학기 등록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집중 강의 등록시에 납부할 수 있다. GMU는 여러가지 장학금을 제공하는데, 장학금에 대한 

사항들은 박사원 디렉터와 논의후 재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항목 금액 

일반과목 수업료(Tuition) $380(학점당)  

 $1,520(과목당, 4 units) 

3년 전과정 합계(Total) $16,720 

입학금: $100 

학기 등록금: $130(매학기) 

연장/휴학: $130(학기당) 

졸업비: $500 

청강(과목당): $200 

학과목 코스웍을 하는 동안에는 1학기에 평균 $3,040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논문을 쓸 때는, 1학기에 평균 

$1,520 정도 소요된다.  

 

*학비 장학금 

1) 해외선교사 : 40% , 국내선교사 : 30% 

2) 목회자 : 20% 

 

VIII. 학위 논문 (Dissertation)  

A. 학위논문작성 과정안내 

학위 논문은 선교나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논문은 자신의 독특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연구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논문의 진행은 아래의 과정을 따라야 한다. 

 

(1) 논문 지도 교수와 부교수를 선택하고 나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2)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 프로젝트를 정하고 논문 제안서를(Proposal)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 제안서를 박사원 디렉터에게 제출한다.  

(4) 논문 제안서 심사를 받는다. 이는 서류 심사로써, 논문 제안서에 관한 질문과 성경 

지식 측정을 위한 일반적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5)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작성한다. 프로젝트를 실행한 다음,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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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평가한다. 

(6) 논문 최종 원고를 4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박사원 디렉터에게 제출한다. 

(7) 5월 첫 주간에 지도교수와 부교수 앞에서 논문 심사를 받다. 이는 논문의 내용에 관한 

구두문답 심사이다.  

(8) 합격된 논문을 카튼(cotton)지에 프린트하여 3부를 5월말까지 박사원 디렉터에게 

제출한다. 논문을 제출할 때 제본비를(Binding fee, 현재는 70달러 정도, 변경가능) 

납부해야 한다. 또는 본인이 제본해서 가져오면 된다.  

 

B. 논문 제안서(Proposal) 

논문 제안서는 일종의 동의서로 학교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그 이후에는 지도 교수와 

학교의 승인 없이는 논문의 주제나 핵심방향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학교는 승인된 논문 

제안서를 따르지 않는 논문 원고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격, 적용/실행 방법, 결과 수집 및 분석 방법 등을 매우 신중하게 기술해야 

한다. 논문 제안서 작성시 다음의 기본 요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1. 프로젝트의 필요성, 목적, 방법론, 한계 등에 대한 기술 

2. 논문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기술(각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한 기술) 

 

a) 논문은 최소한 5장으로(chapter) 구성되어야 하며 본론부는 균형있게 분배되어야 

한다. 

1장 서론 (논문의 구성 및 방법론 설명) 

2장 이론 (연구분야의 발전적, 성경적, 신학적, 선교학적 이해) 

3장 연구 (논문연구의 실행 방법과 과정) 

4장 평가 및 적용 (결과 분석 및 평가, 적용) 

5장 결론 

b) 본론부는 각 장마다 최소 두 개 이상의 소제목을 갖추어야 한다.  

c) 논문의 중점에서 학생의 독창적인 연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3. 연구에 사용된 기본 문헌의 목록을 Turabian Style or Chicago Style 규정에 맞게 

명시해야 한다(저서, 학술 논문, 백과사전 등).  

 

C. 학위 논문 격식 

선교학 박사(DMiss) 학위 논문은 반드시 다음의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1) 분량: 레터 용지 130쪽(페이지) 이상 

2) 규격: 2줄 간격 (double space); 바탕체 또는 굴림체, 11크기; 왼쪽 여백 1.5인치, 그 외 각 

1인치 

3) 논문형식과 참고문헌 형식: Turabian(Chicago) Style 또는 APA style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구성: 목차, 최소 5장(chapter), 참고 문헌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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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논문 작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매 학기의 논문작성법 강의 시간에 안내한다.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논문을 쓰는 것과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모든 학생들은 논문작성법 강의시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IX. GMU 학위과정 소개  

참고로 GMU는 다음과 같은 학위들을 수여한다.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학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B.A. 4년과정: 고졸자로서 신학학사 학위취득 희망자를 위한 대학과정  

    (TRACS, ABHE, ATS 인가) 

MA(ICS) 2년과정: 대졸자로서 안수 받기 보다는 대학원 학위를 가지고 선교현장에서 

                                사업을 통한 사역을 위해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  

                                (TRACS, ABHE, ATS 인가) 

MA(MRE) 2년과정: 대졸자로서 안수 받기 보다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대학원 공부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 (TRACS, ABHE, ATS 인가) 

MDiv 3년과정: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목사안수 희망자를 위한 전문 목회대학원 과정 

                            (TRACS, ABHE, ATS 인가) 

DMiss 3년과정: MDiv를 받은 후, 선교전문가를 위한 선교학 박사학위 과정  

                             (TRACS, ATS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