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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명
그레이스 미션대학교는 기독교 고등 교육 기관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풍부한
학문적 소양과 영적 능력을 갖추어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고, 전도하게 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도록 한다.

교육 목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1) 학생들은 신학적 지식, 성경 연구, 해석학적 지식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2) 학생들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교육, 설교, 세계 선교,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3) 학생들은 여러 가지 영성 활동들, 정기적인 예배들, 그리고 지역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4) 학생들은 사역을 위한 설교를 만들고, 교안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들을 개발하는 활동을 통하여 목회 사역의 사명들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며, 사역의 열정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5) 학생들은 사역을 촉진시키는 경험을 할 것이다(예: 설교와 교육, 기도 후원을
조직하는 것 등).
6) 학생들은 타 문화 사역을 경험할 것이다(예: 선교 여행들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의 타 인종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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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높은 학위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교육 철학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성경에 계시된 영적 진리의 탁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치됨을 발견한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요 16:13)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되게끔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는 성령의 역할을 인정한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와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나타내셨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권위있는 말씀으로서 성경은
지식 탐구의 중심이 된다. 성경의 원리들과 관점들은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커리큘럼을
통하여 통합되며, 그 원리와 관점들은 본 대학의 교육 철학의 기본 토대가 된다.

신조
1) 하나님 :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2) 예수 그리스도 :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믿으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인을 의롭게 하심을 믿는다. 그는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의 의와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3) 성령 :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시며 우리 신자들의 마음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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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조 : 우리는 창조에 대한 성경 기록의 역사성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귀신의 실제적인 존재를 믿는다.
5) 성경 :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심임을 믿는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과 본분에 대한 신성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는다.
6) 인간 :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불순종의 죄로
완전히 타락하여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는고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의 속성(성품)을 타고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격리가 된 것이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믿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는다.
7) 구원 :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셨으며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며 영생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다.
8) 성결 :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완전히 거룩하여지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여 성별된 생활과 효과 있는
섬김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중대하고 점진적인 체험을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가져야 한다.
9) 신유 :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며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임을 믿는다.
10) 교회 :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로 구성되며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가 온 세상에 나가
민족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중대한 임무가 있음을 믿는다. 우리
지역적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인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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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기도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성찬과 세례를 집행한다.
11) 부활 : 의인과 악인이 각각 받을 육신적인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갖게됨을 믿는다.
12) 재림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긴박하였음을 믿으며 이 세상에 다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게 재림하심을 믿는다. 이 재림이 우리 신자들의 축복된 소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고 거룩한 생활과 주를 위한 진실한 섬김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있는 중대한 진리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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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의 목적 및 목표

학위목적
박사과정의 목적은 권위 있는 수준의 연구, 훈련, 해석, 과제 개발, 반영 및 평가를
통해 기존의 목회와 선교 사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구한 연구를 통해 비슷한 사역
상황에 있는 사역자를 돕는 것이다. 그리고 박사과정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역량이 요구된다.
철학박사과정은 최소 3 년의 선교 또는 타문화 경험을 가진 지도자들을 위해 고안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 연구 – 이 프로그램의 졸업생들은 사회 과학 분야에서 현재의 이론을 평가하여
선교와 다문화 사역의 실천을 평가할 수 있다. 목회의 선교 기초를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는
해결책은 이 연구에서 비롯 될 것이다. 졸업생은 또한 어떤 문화 교류 사역에 참가자의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완료하고 다양한 연구 도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론 개발 - 졸업생은 학문적 세계에 종사함으로써 현재 사회 과학 이론에 추가
할 수 있다. 그들은 논문을 발표하고 저널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있으며 다른 전문가들과
대화 할 수 있다.
3) 전문 교육자 - 졸업생들은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에게 이론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되는 다양한 교수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상호 문화 연구 분야를 확대 할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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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목표
박사과정은 선교학 교육을 위한 최종 학위로 선교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 것과
선교와 목회 현장 사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 자기 개발을 통하여 선교 환경과 목회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목회학 석사(MDiv)와 선교신학석사(ThM) 학위를
가지고 풍부한 선교경험이나 다문화 사역의 경험을 가진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철학박사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건강한 선교활동 및 교육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졸업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a. 졸업생은 사회학과 인류학의 최근 이론을 알게 될 것이다. (PLO 1)
b. 졸업생은 연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과 각 방법의 특정 이익을 위해 각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될 것이다. (PLO 1, 2)
c. 졸업생은 문화 참여 정책 및 전략 개발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PLO 2)
d. 졸업생은 학업 토론에 참여하고 그들이 관련된 지역 사회에 신앙과 그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비판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PLO 2)
e. 졸업생은 그들이 참여할 다양한 사역에 타문화 연구를 통합하는 미래의
확생들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PLO 3)
f. 졸업생은 학생, 사역 환경 및 강사의 세계관을 고려한 커리큘럼을 디자인 할 수
있을 것이다. (PLO 3)
g. 졸업생은 선교 분야 및 관련 분야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PLO 3)
h. 졸업생은 자신의 학업 이론 및 연구 결과를 사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용하고
현재 및 장래의 사역에 효과적인 리더십을 통해 기업 학습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PL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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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입학자격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미 교육국에서 인가 받은 교육기관에서 목회학석사(MDiv), 선교신학석사(ThM)
학위를 받은 자
2) MA 석사 학위를 가진자는 72학점을 이수한 자로 박사원에서 요구하는
예비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3) 3년 이상의 타문화 선교와 다문화 목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4) 석사과정에서 받은 평균 학점 4.0만점 기준에서 3.3 이상인자

입학서류

공통서류
1) 박사과정 입학 지원서
2) 최종학교 영문성적증명서(원본)
3) 최종학교 영문졸업증명서(원본)
4) 증명사진 2매
5) 기독교 사역기관 또는 교회에서 섬긴 확인서
6) 본인의 신앙 간증서
7) 세 명의 추천서(가족은 추천인이 될 수 없으며 철학박사과정의 추천인 중 두
사람은 본인을 가르친 교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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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서 접수비 $100
9) 본인의 관심 있는 연구 주제의 Proposal 제출(12페이지)
- 연구배경, 연구목표, 연구목적, 문헌연구, 연구공헌 등을 작성하여 제출
10) 독서보고서(Book Review) – 3개 제출(각 권당 3페이지)
- 논지, 내용분석, 비평, 적용을 포함하여 제출

추천도서
1) 아서 글라서(Arthur F.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Announcing the
Kingdom)”
2)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 “변화하는 선교(Transforning Mission)”
3) 찰스 벤엔겐(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God’s Missionary
People)”
4) 찰스 벤엔겐(Charles E. Van Engen) “미래의 선교 신학(Mission on The Way)”
5) 찰스 크래프트(Charles H. Kraft) “기독교 문화인류학(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hness)”
6)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이해(Understanding Church
Growth)”
7)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H. Wright)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
8) 핸드 크래머(H. Kraemer) “기독교 선교와 타종교(The Christian Message In A NonChristian World)”
9)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 “선교사 멤버케어(Doing Member Care Well)”

F-1(유학생) 신입, 공통서류
1) 재정 보증서
2) 은행 잔고 증명서
3) 여권 복사본(동반 가족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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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20 발급 신청서
5) 해외 유학생 보험 가입증명서

F-1(유학생) Transfer 추가 서류
1) 기존학교 I-20 Copy
2) 전학 희망 신청서- SEVIS 담당자, Tel, Fax 정보 포함

입학 허가 통지
1. 박사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범주 안에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무조건 입학,
조건부 입학이다. 등록금은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면 납부가 시작된다. 12개월 이상의 등록
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무조건 입학 : 지원자가 모든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3. 조건부 입학 : 지원자의 평균 학점이 4.0 만점 기준에서 2.90 - 3.29 에 있을 경우
박사원에서 요구하는 에세이 제출(15페이지)
4. 입학 거부 : 입학이 승인되지 않은 지원자가 다시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적어도 일 년을 기다린 후에 재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충족되지 않았던 입학 필수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학점 이첩(Credit Transfer)
미 교육국에 인가된 다른 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이첩을 원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학점 이첩을 할 수 있다.
1) 학점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박사원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미
교육국에 인가된 다른 교육기관의 박사과정에서 온 학생은 먼저 박사원에 의해 평가를
받고, 두번째는 박사연구위원회에 의해 평가 받을 것이다. 셋째, 이 평가를 위해서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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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교육받은 고등교육기관(대학교 이상)에서 받은 모든 성적 증명서를 박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최대 1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학위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에 부합하는 수업의 학점만
학생의 기록과 성적 증명서에 반영된다.
3) 다른 교육기관에서 B+ 이상의 학점을 받은 수업만 인정된다.

졸업규정
1) 졸업을 위한 이수 학점은 58학점이다.
2) 졸업을 위한 평점, GPA 3.3 이상이어야 한다
3) 코스웍을 마치고 졸업논문을 통과해야 한다.
4) 수업 년한은 7년이다.

등록금 및 장학금

항목

금액

수업료(Tuition)

$480(1 Unit)
$1,920(4 Units, 한과목)
$3,840(8 Units)

전 과정 합계(Total)

$27,840

입학금 $100
매학기 등록금 $130

*학비 장학금 후 총 금액

연장/휴학 $130(학기당)

1) 해외 선교사 40%($16,704)

졸업비용 $500

2) 국내 선교사 30%($19,488)

청강(과목당) $200

3) 목회자 20%($2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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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절차

단기 휴학 절차
단기 휴학기간은 한 학기이며 박사과정 동안 두 번에 한하여 승인된다. 한 학기당
$130의 비용이 부과된다. 단기 휴학 상태에 있는 학생은 이 기간 동안 수강 및 청강을 할 수
다. 신청은 해당 학기 첫째날 전에 해야 한다.

장기 휴학 절차
장기 휴학은 병가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간은 1년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6학기) 허가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매년
신청을 해야 한다. 1년 당 $260의 비용이 부과된다. 장기 휴학 상태에 있는 학생은 이
기간동안 수강 및 청강을 할 수 없다.

복학 절차
정규 상태로 다시 복귀하기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박사원에 서한이나 이메일로 어떻게 다시 복귀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지 설명
2) 본인 사역지의 대표직(집사회, 이사회, 안수집사회, 인사위원회 등)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학생의 정규 상태로의 복귀를 지지하는 서면을 받아 박사원에 제출
3) 모든 수수료 지불
4) 박사연구위원회로부터의 승인

모든 학생들은 본인이 어떤 학적 등록 상태에 있든지, 박사원과 긴밀한 연락을 해야
한다. 학생의 학적 등록 상태, 주소, 사역지 상황은 서면이나 이메일로 박사원에 알려주면
된다. 박사원과 연락을 긴밀히 취하지 않는 학생은 박사연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박사과정에서 제적될 수 있다. 모든 학생은 학기당 최소 한번씩 박사원 사무실에 연락해야
한다. 모든 수수료는 박사연구위원회나 교수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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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수업일정 및 방식

봄학기(1월~6월)
모든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봄학기를 위해서 12월 초까지 등록을 마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봄학기는 1월에 한과목, 2월에 한과목을 제공한다. 그리고 매 학기 마다 4학점
짜리 과목을 1주일 동안 집중강의로 공부를 하며 모두 두 과목을 공부하면 된다.

가을학기(7월~12월)
모든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가을학기 수업을 위해 6월 초까지 등록을 마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을학기는 7월에 한과목, 8월에 한과목을 제공한다. 그리고 매 학기 마다
4학점짜리 과목을 1주일 동안 집중강의로 공부를 하며 모두 두 과목을 공부하면 된다.

F-1 유학생 학기등록
F-1 유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매 학기 마다 8학점을 등록해야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수강취소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집중 강의 시작하기 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는 부가되는 금액이 없다.
2) 집중 강의 첫날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는 $200 부가된다.
3) 집중 세미나 둘째날부터는 수강 취소가 불가하며 만약 취소할 경우 성적은 F로
처리되며 수업료는 50%만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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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경고
학사 경고를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으나 다른 이유가 첨부될 수도 있다.
1) 학생의 세미나 점수가 B+ 학점 이하인 경우
2) 학비를 한 학기 이상 미납한 경우
3) 성실성(integrity)에 관한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성명서에 위반하는 작은 오류나
고의적이지 않은 행실에 첫 경고를 받은 경우
4) 기타

유급 조치
유급 조치는 학생이 학교 규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않거나 교수의 지도 및 박사원
스태프에 대해 불성실하거나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여 학교 행정상 그리고 도의상
지도교수 및 스태프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박사원 및
교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다. 유급 기간은 6개월이며 유급 기간동안 학생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당 교수나 스태프에게 해야 하며 사과의 형식과 내용은 박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유급 기간 동안 어떤 과목도 청강 및 수강할 수 없으며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교수로부터 어떠한 지도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유급 조치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

자퇴
박사원 학생이 박사과정으로부터 자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박사원 사무실에
자퇴 의사를 피력한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 자퇴 절차를 밟는다.

제적
박사과정에서 제적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유를 포함한다.
1) 박사원에 사역의 상태나 소재 등 변경된 중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2) 박사과정 수업에서 평균 학점이 3.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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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학기에 두 개의 과목에서 B+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4) 부도덕한 행실을 행한 경우, 성실성에 관한 학교 성명서에 위반하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5) 매학기 적어도 하나의 세미나를 수강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경우
6) 수업료와 각종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7) 세미나에서 B+ 이하의 학점을 받은 경우
8)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부적절한 행실을 행한 경우
9) 수강 신청 후 3 번에 걸쳐 수강 취소나 변경을 하는 경우
10) 표절한 경우
11) 유급 조치를 불수용한 경우
12) 위에서 언급한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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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 단계

성적 처리
박사과정은 B+ 학점이 어떤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최저 점수다. 그러나 B+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될 경우 모든 박사과정의 학생은 학사 경고를 받게 되며 한 학기에 두 개의
과목에서 B 학점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되면 박사과정에서 자동 제적된다.

점수 등급
A (4.0) : 100-96 / A- (3.7) : 95-90
B+ (3.3) : 89-87 / B (3.0) : 86-83 / B- (2.7) : 82-80
C+ (2.3) : 79-77 / C (2.0) : 76-73 / C- (1.7) : 72-70
D (1.3) : 69-6075 / F (1.3이하) : 60점 이하

청강 규정
어떤 수업을 청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박사원 사무실에 연락해서 청강 신청을 하면
된다.

박사과정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사원은 다음의 두 분야에 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선교학 박사(DMiss) 과정은 선교 현장,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practical)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전문 학위 과정이며, 철학박사(PhD)과정은 21세기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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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선교 현장, 목회 현장에서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이론적, 실증적, 학문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학위 과정이다.

세미나 교과과정

공통필수과목

1년
RW911

Research Introduction Seminar(연구 논문 세미나)

4unit

TM912

Biblical Foundations of Missiology(선교학의 성경적 이해)

4unit

AT916

Anthropological Theory(문화인류학)

4unit

AT917

Social Science Methodology(사회과학적방법론)

4unit

AT921

Religion and Worldview(종교와 세계관)

4unit

ET922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타문화권 교육)

4unit

AT926

Culture Transformation(문화변혁)

4unit

TM927

Cross-Cultural Leadership(타문화권 리더십)

4unit

ET931

Advanced Teaching Method(고급 교육 방법)

4unit

RW932

Research Methodology(연구 방법론)

4unit

TM936

Gospel and Contemporary Culture(복음과 현대문화)

4unit

RW937

Research Design(연구 논문 실제)

4unit

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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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CE942

Comprehensive Exam(종합시험)

2unit

RW941

Dissertation Writing1(졸업논문작성1)

4unit

RW941

Dissertation Writing2(졸업논문작성2)

4unit

공통선택과목(Elective)
Missionary Member Care(선교사 멤버케어)
Missional Church(선교적 교회)
Contemporary Issues in Mission(현대 선교 이슈들)
Mission History(선교 역사)
Cross-Culture Church Planting(타문화 교회 개척)
Tutorial Seminar

종합시험

종합시험의 구성
종합시험은

철학박사과정

학생들이

‘논문준비’

수업을

포함한

모든

수업과정(Coursework)을 마친 후에 종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종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CE942 Comprehensive Exam(종합시험)’ 에 등록을 해야 한다. 휴학 중인
학생은 ‘CE942 Comprehensive Exam’ 에 등록할 수 없다. ‘CE942 Comprehensive Exam’
과목이 끝나는 마지막 주까지 종합시험을 끝내야 함을 의미한다. 종합시험의 채점 및 모든
행정절차는 박사연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종합시험의 절차
종합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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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시험은 어떤 유형의 자료를 전혀 참고하지 않고 본인이 배우고 공부한 바에
의존하여 치러야 한다. 학생이 이를 어기고 어떤 유형의 자료를 참고했을 시에는 제적이
된다.
2) 학생은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준비하면 된다.
3) 종합시험은 학생이 본교 캠퍼스나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치르게 된다. 본교 캠퍼스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박사원에 시험을 치르기 한달 전에
어느 주간에 시험을 치를지를 통보해야 한다.
4) 박사원은 종합시험을 치르기 위해 본교 캠퍼스를 방문한 학생에게 시험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 방문한 학생에게 시험 장소를
제공한다.
5) 시험 장소에는 휴대폰이나 책 등 개인 소지품을 절대로 지참할 수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
6) 종합시험은 ‘CE942 Comprehensive Exam(종합시험)’ 과목 마지막 주까지 끝내야
한다.

종합시험의 평가
종합시험 결과는 각 영역에 대해 합격, 불합격으로 처리되면 어느 영역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1개월 내에 해당 영역에 대해 재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재시험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재시험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이 되면
학사경고와 함께 다음 학기에 ‘CE942 Comprehensive Exam(종합시험)’과목을 재수강 해야
하고 불합격된 과목에 한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재수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시험의 해당 영역에 불합격이 나오면 더 이상 재시험의 기회는 없고 제적처리가 된다.
종합시험에서 통과된 학생은 철학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박사후보생(PhD candidate 또는 ABD[All but dissertation])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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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단계

논문 제안서
박사과정의 학생은 수업과정(Coursework)의 마지막 수업을 마칠 때까지 본인이
쓰고자 하는 논문의 논문 제안서를 박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논문 주제에 관해서는
박사원의 교수들과 상의하여 정해야 하며 정한 논문 주제와 관련, 자료 조사를 거쳐 논문
제안서를 작성한다.

제안서 내용
박사과정의 논문 제안서는 표지와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30쪽 정도가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표지: 학교의 공식 표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표지에는 쓰고자 하는 논문의
제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해야 한다.
2) 서론: 어떤 주제로 연구를 수행할 지와 선택한 주제에 관한 연구가 왜 필요한지
등을 기술한다.
3) 선행연구 개요: 선택한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선행연구가 어떤 학자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기술한다.
4) 제안된 주제 연구: 논문 주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으며 본 연구가 어떤
사역적, 학문적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기술한다.
5) 방법론: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지를 기술한다. 즉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할 자료들을 어떤 연구 기법이나 과정을 통해 분석할 지를 기술한다.
6) 논문의 개략: 논문의 각 장이 어떻게 전개되어갈 지를 기술한다.

19

7) 참고도서 목록: 논문에 들어갈 참고문헌 최소 100개 이상의 자료를 기술한다.

제안서 양식
논문 제안서의 각주 및 참고문헌의 양식은 미국선교학회가 인정하는 서식을
따르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템플릿(Template) 양식을 따른다.

제안서 제출 및 논문 지도위원 선정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 제안서가 제출되면 제출된 논문 제안서를 바탕으로
박사원장은 논문 제안서를 받을 수 있을지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첫째,
수정 없이 통과. 둘째, 수정이 필요한 통과. 셋째, 전면 수정이 필요한 보류. 넷째, 불통과.
1) ‘전면 수정이 필요한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학생은 3개월 내에 논문 제안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불통과’ 결정이 내려지면 학생은
‘RW937 Research Design(연구 논문 실제)’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 재수강하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주제를 바꾸어 다시 제출해야 한다.
2) ‘통과’ 결정을 받은 학생은 논문지도위원 세 명이 배정된다. 학생은 본인의
논문을 지도할 논문지도위원 세 명 모두 추천할 수 있다. 이 중 지도교수(제1지도위원)는
1명으로 본교의 교수나 객원교수여야 하며 제2지도위원은 2명으로 외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선정될 수 있다. 제1지도위원과 제2지도위원으로 박사논문위원회(Dissertation
Committee)가 구성되며 지도위원은 철학박사(PhD) 또는 선교학박사(DMiss) 소지자라야
하며 특정 주제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목회학 박사(DMin) 소지자도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논문 길이
철학박사 논문은 본문만 200쪽 이상이어야 한다. 이보다 짧은 논문은 논문지도위원
세 명과 박사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학위 논문 등,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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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최소 250개(인터뷰 등은 250개의 문헌 수에서 제외)가 넘어야 하며
이 중 20% 이상이 제2외국어로 된 문헌이어야 한다.

논문 초안 교정
지도위원 세 명의 승인을 받은 논문 전체가 완성이 되면 졸업신청서와 함께
교정위원(Editor)을 통해 논문을 교정 받아야 한다. 교정위원은 박사원에서 소개해 줄 수
있다. 교정이 끝나면 학교의 Research Librarian의 서명을 받아 박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논문 구두심사

구두심사 절차
학생 논문 초안이 완성되면 제1지도위원은 제2지도위원과 학생과 상의하여
구두심사(Oral Defense)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고 박사원에 통보한다. 구두심사에는
논문지도위원 세 명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박사원이 지정하는 교수가 한 명 이상이
참여위원으로 배석하여 논문을 평가할 수 있다.

구두심사 결정
구두심사의 최종결정은 제1지도위원과 제2지도위원이 내린다. 참여위원은 학생
논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결정권은 없다. 제1지도위원과 제2지도위원의
의견이 엇갈릴 시는 제1지도위원이 최종 결정한다. 철학박사학위 논문 표준과
철학박사학위 구두심사 표준에 준하여 심사를 한다.
구두심사는 다음의 네 단계로 결과를 정한다. 1) 수정없이 통과 2) 수정이 필요한
통과 3) 보류: 대대적인 수정을 한 후 재구두심사 4) 불합격: 박사연구위원회에 상정,
처분을 기다린다.
만약 학생이 3번의 옵션대로 보류 판정을 받으면 3개월 내에 지적받은 모든 수정
사항을 고친 후 구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4번 옵션대로 심사에서 불합격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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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연구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하여 학생이 전면적인 수정을 하도록 허락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제명할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다. 만약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구두심사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수정이 완성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논문 최종안 제출
학생이 구두심사를 통과하면 구두심사의 결정에 따라 심사시 수정 권고를 받은
부분을 수정하여 Research Librarian의 서명을 받아 논문의 최종본을 학교에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논문 최종본은 Research Librarian 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2) 논문 최종본 PDF 파일을 박사원(dmiss@gm.edu)으로 보낸다.
3) 기본 4부(학생1부,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 2부, 박사원 사무실 1부) 외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수를 제본하기를 원하면 인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본용으로 용지
왼쪽에 1.5 인치의 여백이 설정되어야 한다.
4) 기본 4부는 아래에 명시한 특수 용지(20 파운드 이상의 면절지[50% 혹은 그
이상의 Cotton 용지])로 제출해야 하며, 그외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수는 원하는 종류의
종이를 사용한다.
졸업을 하고자 하면 다음의 일정을 맞추어서 논문을 써야 한다
1) 6월 졸업 시
- 2월 15일: 1차 논문최종본 박사원에 제출 마감일 및 졸업신청서 제출
- 4월 1일: 구두심사 마감일
- 5월 1일: 제본할 논문최종본 학교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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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출

논문 저작권
모든 박사 논문의 저작권은 그 논문을 쓴 학생에게 있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다른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논문을 보관 및
논문의 일부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부여할 것을
기대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출
철학박사과정의 학생은 ProQuest Dissertation & Theses Database에 박사 논문의 PDF
파일을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ProQuest에 있는 Open Access Publishing PLUS에
논문을 제출할 수도 있다. 박사원에서는 학생이 이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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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철학박사과정 프로세스

제 1단계 : 코스웍 단계
첫번째 과목은 연구논문세미나
마지막 과목은 논문준비
논문준비 수업에서 논문제안서 제출
논문제안서 바탕으로 논문지도위원 선정

제 2단계 : 종합시험 단계
종합시험 과목에 등록, 제1지도위원이
종합시험의 책임지도 교수

제 3단계 : 논문 단계
각 장이 끝날때마다 논문지도교수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구두심사 진행 : 제1, 2지도위원 참석 + 박사원
추천교수 참석 : 결정은 제1, 2 지도위원이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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