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Fax: 714-459-7414 http://www.gm.edu       (Form Adm-2)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Admission Document Check List 입학서류 점검표 

공통서류(Common Documents)  

1. ☐  Application (입학원서)(온라인접수가능) 

2. ☐  Transcript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3. ☐  Graduate Certificate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4. ☐  Two Passport Color Photographs  (명함판 사진(2”x2”) 2매) 

5. ☐  Pastor's Referral (목회자 추천서) - GMU 양식 

6. ☐  Leader or Teacher's Referral (지도자, 선임자 추천서)- GMU 양식 

7. ☐  Personal Testimony (본인의 신앙 간증서)- 직접작성 

8. ☐  Affirmation Statements (선언서약서) - GMU 양식 

9. ☐  Scholarship Application (장학금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10. ☐  Application Fee $80 (원서 접수비))  

11. ☐  Enrollment Agreement (등록계약서) - GMU 양식  

12. ☐  School Fact Sheet (학교 현황 확인서) - GMU 양식  

13. ☐  STRF (Student Tuition Recovery Fund) - GMU 양식  

 F1(유학생) 신입, 공통서류(Basic Documents for F1 Student ) 

1.   ☐  Statement of Financial Support (재정 보증서) - GMU 양식 

2.   ☐  Bank Statements (은행 잔고 증명서) – 해당은행 양식   

     (싱글 & 부부 $18,400 이상, 부양가족 1인당 $4,000씩 추가) 

3.   ☐  Passport Copy (여권 복사본)  (동반 가족 모두) 

4.     ☐  I-20 Request (I-20발급 신청서)  

5.   ☐ Insurance Policy (해외유학생 보험 가입증명서) (등록 시 제출) 

F1(유학생) Transfer 추가 서류(Additional Documents for F1 

Student)  

1. ☐  Current School 기존학교 I-20 Copy( Full pages) 

2. ☐  I-20 Transfer Application (전학 희망 신청서)- SEVIS 담당자, Tel, Fax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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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Mission University 

Affirmation Statements (사명확인 서약서) 
 

Mission Statement (사명 선언문 ) 
Grace Mission University i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that equips students so that they will be 

academically enriched and spiritually empowered to lead others to Christ, to deeper lives of discipleship, and 

to help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기독교 고등 교육 기관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풍부한 학문적 소양과 영적 

능력을 갖추어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고, 전도하게 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도록 한다. 

 

Institutional Goals (교육 목적) 
To fulfill its mission, Grace Mission University is committed to providing its students with: 

 Theological Knowledge 

 Ministry Skills And Field Experience 

 Spiritual Passion 

 God’s Heart For All Nations  

 Background to pursue advanced degree programs geared towards professional Christian ministry and 

world missions  

 

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신학적 지식 

 목회의 기술과 현장 경험  

 영적인 열정  

 모든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세계선교와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을 위해 더 높은 학위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As for institutional goals, we aspire to 

 supply leaders (Pastors, JDSN, Missionaries, Lay Leaders) for the Presbyterian Church International 

General Assembly and associated churches 

 become one of the most outstanding missionary training programs 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학교의 목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다음을 추구한다.  

 교단과 기독교계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목사, 선교사, 전도사, 평신도 지도자) 양육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미국 교민사회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가 되는 것.  

 

Institutional Objectives (교육 목표들) 

As a result of graduating from Grace Mission University, students will:  
 Demonstrate a strong commitment to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Demonstrate the fruits of a Christian lifestyle and mindset; 

 Acknowledge and demonstrate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their life and ministry; 

 Demonstrate an advanced knowledge of Scripture and the ability to effectively communicate it; 

 Demonstrate a mature knowledge of Reformed Theology; 

 Evidence a commitment to world evangelism and the ability to share their faith; 

 Demonstrate the ability to effectively minister in the Korean culture and within cross cultural 

environmen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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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신학적 지식, 성경 연구, 해석학적 지식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교육, 설교, 세계 선교,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영성 활동들, 정기적인 예배들, 그리고 지역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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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사역을 촉진시키는 경험을 할 것이다(예: 설교와 교육, 기도 후원을 조직하는 것 등). 

 학생들은 타 문화 사역을 경험할 것이다(예: 선교 여행들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의 타 인종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높은 학위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Institutional Philosophy of Education (교육 철학) 
Grace Mission University recognizes the primacy of the spiritual truth revealed in the Bible and incarnate in 

Jesus Christ, and acknowledges that all truth is of God.  All truth finds its unity in God.  GMU recognizes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interpreting God’s truth in accordance with the words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instructed His disciples,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John 16:13). 

 

GMU recognizes that Father God has shown humankind truth through Christ in nature, history, and in 

Scripture.  The Bible, as the authoritative Word of God, is central in the quest for knowledge.  Its principles 

and precepts are integrated throughout GMU’s curriculum and are foundational in the institution’s basic 

philosophy of education.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성경에 계시된 영적 진리의 탁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치됨을 발견한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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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와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나타내셨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권위있는 말씀으로서 성경은 지식 탐구의 중심이 

된다. 성경의 원리들과 관점들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통하여 통합되며, 그 원리와 

관점들은 본 대학의 교육 철학의 기본 토대가 된다.    

 

Biblical Foundation’s Statement (성경적 신앙고백) 

GMU holds the following biblical foundations statements.  

 
Article 1 God 

We believe in the one and only God who is perfect and eternal. He is the Triune God: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Scripture References: Gen. 1:1; Ex. 3:14; 31:13; 

34:14; Lev. 19:2; Deut. 6:4; 32:4; I Kings 8:27; Ps. 19:1-2; 22:18; 47:7; 90:2; 119:68; 145:10; Mal. 

3:6; John 4:24; Acts 15:18; Rom. 16:27; I Cor. 8:4; Eph. 2:4; Heb. 12:23; 1 Jn. 5:7; Rev. 19:6. 

 
Article 2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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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elieve i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our Savior, and Lord. We believe that He is an infinite 

God and a true man who was incarnated by the Holy Spirit through Virgin Mary. He, being 

righteous, is able to bring sinners to righteousness through His sacred blood which was shed on the 

cross. We believe that Jesus Christ rose from the dead according to Scriptur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as our high priest and the king of the universe. We believe that He 

will come again with glory to build a kingdom of righteousness and peace. Scripture References: 

Isa. 9:6; Luke 19:10; John 1:1-14; 4:42; 14:20; 16:30; Acts 1:11; Rom. 4:25; 9:5, 3:25-26; 5:18; 1 

Cor. 15:22; Eph. 1:7, 17; 4:6; Col. 1:17; 2:8-10; 1 Tim. 3:16; 2 Tim. 4:1; Titus 2:13; Heb. 1:3-10; 

2:17; 4:15; 7:25; 13:8; 1 Peter 2:21; 1 Jn. 3:13; 5:7, 20; Rev. 22:13. 

 
Article 3 Holy Spirit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third person of the Godhead, who dwells in the hearts of true 

believers. He came to lead us, teach us, and grant us abilities. We believe He convicts the world of 

its sins, regenerates sinners, and brings both righteousness and judgment. Scripture References: 

Gen. 1:2; Job 33:4; Isa. 6:8-9; Matt. 28:19; Mark 3:29; John 16:8, 13; Acts 10:19; 13:2-4; 16:6; 1 

Cor. 2:11; 6:11; Titus 2:11; 2 Peter 1:21; 1 Jn. 5:7. 
 

Article 4 Holy Bible 

We accept the Holy Scriptures, the Old and New Testaments, as inspired by God. Scripture is the 

Word of God which is accurate and inerrant. The purpose of this revelation is to show God’s 

concern for the salvation of all humans. We believe the Holy Scriptures to be the only perfect rule 

for faith, doctrine, and Christian conduct. Scripture References: Ex. 4:15; 2 Sam. 23:2; Ps. 32:8; 

119:151-160; Jer. 1:9; Matt. 5:17-18; John 10:35; 17:17; 1 Cor. 2:13; 2 Tim. 3:16-17; Heb. 1:1-2; 2 

Pet. 1:18-21. 

 
Article 5 Creation 

We believe in the historicity and primeval history of the biblical record of creation and the reality of 

heaven and hell and the literal existence of the Satan. All historical matters in the Bible, including 

Genesis 1-11, are to be considered as an accurate, literal record. Scripture References: Ex. 4:15; 2 

Sam. 23:2; Ps. 32:8; 119:151-160; Jer. 1:9; Matt. 5:17-18; John 10:35; 17:17; 1 Cor. 2:13; 2 Tim. 

3:16-17; Heb. 1:1-2; 2 Pet. 1:18-21.  

 
Article 6 Human Beings 

We believe that humans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However, this perfect image was 

impaired through Adam and Eve’s disobedience to the point of total degradation. Following the 

Fall, humans experienced the process of death in both body and spirit. Therefore, humans which 

were set apart from God, carry the characteristics of original sin from birth. Scripture References: 

Gen. 8:21; Ps. 51:5; 58:3; John 1:13; 3:3-6; 6:44; Rom. 5:12; 8:7; 1 Cor. 2:14; Gal. 5:19-20; Eph. 

2:3; Col. 1:14; Heb. 12:14; Titus 3:5. 

 
Article 7 Salvation 

We believe that the salvation of all persons is brought through the substitutionary and redemptive 

sacrifice of Jesus Christ through His literal physical death, burial, resurrection, and bodily ascension 

into heaven. Whosoever repents of her/his sins and believes in Jesus is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receives the gift of everlasting life, and becomes a child of God. Scripture References: Prov. 

28:13; Isa. 45:22; Mark 16:15; John 1:7; 3:3-36; 5:24, 40; Acts 16:31; 17:30; Rom. 5:16; 8:1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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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0:10; 2 Cor. 7:10; Gal. 2:20; Phil. 1:29; 1 Thess. 5:23; 1 Tim. 2:4; Titus 2:11; Heb. 11:1-6; 2 

Peter 1:4. 

 
Article 8 Sanctity and Purity 

God wants His children to be holy by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o live a life of righteousness 

in contrast to sinfulness, to dedicate their lives to His will, and to live a life of effective service. 

Scripture References: Lev 11:44; Rom 6:19; 2 Cor. 7:1. 

 
Article 9 Healing 

We believe in divine healing which we can receive for our physical illness through the work of 

redemption by Jesus Christ. We believe that the Holy Scriptures encourage us to pray for the sick. 

This is a privilege for all contemporary Christians. Scripture References: Rom. 5:9, 18; 8:34; 2 Cor. 

5:14; Eph. 1:7; 1 Tim. 2:6; 4:10; Titus 2:11; Heb. 7:25; 9:22-24; 2 Pet. 3:9; 1 Jn. 2:2.  

 
Article 10 The Church 

We believe the Church is composed of all believers in Christ who are redeemed by His blood and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Christ is the head of His Church. We believe that it is our duty to 

spread His Gospel as God’s witness to all nations of the world. Our local churches are gatherings of 

believers who come together to worship Father God, to be taught from His Word, to pray and 

fellowship with one another,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and to participate in Holy Communion 

and Baptism. Scripture References: Matt 16:18; Act 20:28; Eph. 5:23. 

 
Article 11 Resurrection 

We believe in the physical resurrection of both the righteous and the unrighteous respectively. The 

righteous will resurrect unto eternal life and the unrighteous will resurrect unto judgment in the 

place of eternal punishment which was prepared for all who die outside of Christ. Scripture 

References: 1 Cor. 15:24-28; 1 Thess. 4:15-17; 2 Thess. 1:7-10; 2 Pet. 3:3-13; Matt. 24:42-44; John 

5:28; Acts 24:15; 1 Cor. 15:22, 23; 2 Tim. 2:18, Phil. 3:21; 1 Cor. 15:35-44; Dan. 12:2; 1 Cor. 

15:24; Rev. 10:6; 22:11; 2 Pet. 3:11, 12. 

 
Article 12 The Second Advent  

We believe in the imminence of Jesus Christ’s second coming. He will return in physical form and 

will be visible to anyone in the world. We believe that His second coming is a blessed hope to all 

believers and motivates us to lead a faithful life in sincere service to the Lord. Scripture References: 

Acts 1:11; Matt. 25:31; 1 Cor. 15:24-28; 1 Thess. 4:15-17; 2 Thess. 1:7-10; 2 Pet. 3:3-13; Matt. 

24:42-44; John 5:28; Acts 24:15; 1 Cor. 15:22, 23; 2 Tim. 2:18, Phil. 3:21; 1 Cor. 15:35-44; Dan. 

12:2; Acts 17:31; 1 Cor. 15:24; Rev. 10:6; 22:11; 2 Pet. 3:11, 12; Eccl. 9:10.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영원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믿으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자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인을 

의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대로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의 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의 의와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시며, 우리 신자들의 마음 속에 내재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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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우리는 창조에 대한 창세이전의 역사와 창조에 대한 성경 기록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사탄의 실제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과 본분에 대한 신성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인간: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불순종의 죄로 타락하여,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는고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의 속성(성품)을 

타고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격리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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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구원: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셨으며,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며, 영생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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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이러한 중대하고 점진적인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신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신유의 은사를 

믿으며, 환자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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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인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며, 기도하며,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성찬과 세례를 

집행합니다.  

부활: 의인과 악인이 각각 받을 육신적인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긴박하였음을 믿으며, 그가 천년왕국을 이룩하시러 이 세상에 다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게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이 재림이 우리 신자들의 축복된 소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고 거룩한 생활과 주를 위한 진실한 섬김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있는 중대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Statement of Ethical Values & Code of Conduct (윤리적 가치와 생활규정) 
The GMU Code of Conduct is the basic criterion of behavior that represents a standard of Christ-like 

character for all who are a part of the university community. Recognizing that involvement in the service of 

Christ requires personal commitment to the Lord Jesus Christ, GMU expects the members of its community 

to develop a consistent program leading to spiritual growth and maturity. Such a program should include: 

 

1. Disciplined Bible study. A consistent personal study of the Bible is essential for spiritual growth (1 

Pet. 2:2, Heb. 4:12). 

2. Persistent prayer. By personal example, Jesus taught us the necessity of praying regularly and 

consistently, and the Bible exhorts us to “pray continually” (I Thess. 5:17). 

3. Discipleship. All members of the GMU community should be involved in intentional discipleship. 

This includes forming personal friendships, structured accountability relationships, and/or small 

group fellowships (Phil.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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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urch Attendance. All members of the GMU community should establish a church home and 

regularly attend worship services (Heb. 10:25, 1Cor. 16:13-16). 

5. Christian Ministry. All members of the GMU community should be involved in some expression of 

Christian service and the exercise spiritual gifts for the edification of the body (Eph. 4). 

6. Participate in Spiritual Enrichment Activities. In order to graduate, all students of the GMU should 

participate in at least four spiritual programs selected from the following: reading through the Bible, 

prayer in mountains, group prayer, spiritual retreats, training programs for missions, etc.    

 

GMU expects all members of its community to demonstrate a lifestyle consistent with an effective Christ-

like witness and one which exemplifies a life of integrity and Christian values. Thus GMU expects the 

following from its community: 

 

1. Members of the GMU community must abstain from such activities as sexual immorality, use of 

illegal drugs or harmful substances, the abuse of alcoholic beverages, smoking, profanity, obscenity, 

and dishonesty, including plagiarism (1Pet. 1:15-16, Rom. 12:1-2). 

2. Respect peers and those in authority. There should be mutual love, honor, and respect among the 

GMU community (Rom. 12:10, 1Jn. 4:21, 1Pet. 2:17, Heb. 13:16-17).  

3. Refrain from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All forms of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are 

violations of God’s laws. GMU prohibits all forms of unlawful harassment (Acts 10:34). 

4. Practice biblical standards in dating and marriage. GMU expects members of its community to 

observe biblical standards pertaining to moral purity. God’s Word does not condone either pre- or 

extra- marital sexual activity (1Thess. 4) 

5. Maintain appropriate appearance and dress. GMU requires its members to follow standards of 

modesty in dress and appearance. The GMU community should never allow their appearance to be a 

stumbling block to others (1Tim. 4:11-12, 1Cor. 10:32). 

6. Classroom Etiquette. The professor reserves the right to expel a student (who disturb the class or 

intend to obstruct a professor’s teaching) from the class. 

7. Academic Integrity. All GMU students should be honest and faithful in all academic activities 

including test taking and submitting all academic papers. All students should not be involved in any 

kind of plagiarism. GMU considers plagiarism as an academic crime. Plagiarism includes the 

following: copying another person’s writings; quoting without reference attribution; copying other’s 

ideas and materials and etc. GMU reserves the right to discipline a student who is involved in 

plagiarism by performing the following: warnings; suspension; dismissal and etc. (1 Cor. 5:1-8).     

8. Student conduct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Dean of Student Affairs. GMU reserves the right to 

dismiss, after due process, a student whose conduct is considered unsatisfactory. Demonstration of 

appropriate qualities of Christian character is a graduation requirement.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의 생활 규정은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함의 표준을 반영하는 기본적 생활 

규범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개인적인 헌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 성숙과 성장으로 인도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제시된다:  

 

1. 성경 공부 훈련. 계속적인 개인적 성경공부는 영적 성장의 핵심이다(벧후 2:2, 히 4:12). 

2. 지속적인 기도. 예수께서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셨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다(살전 

5:17). 

3. 제자도. 모든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구성원들은 제자도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자도 

훈련에는 개인적 친분 형성 훈련, 책임적 관계 형성 훈련, 그리고 소그룹 훈련도 포함된다 (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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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 참석. 모든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구성원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며, 정규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해야만 한다(히 10:25, 고전 16:13-16). 

5. 그리스도인 사역. 모든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구성원들은 기독교 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영적 은사를 발휘하여야 한다(엡 4). 

6. 영성 훈련 참여. 그레이스 미션 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학교 재학 시에 다음의 영성 훈련 

프로그램들 중에서 최소한 4 가지 이상 참여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성경 통독, 산기도, 

합심기도, 수련회, 선교 훈련, 그리고 기타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성 훈련들 등.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기독교 

가치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규범들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1. 그레이스 미션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마약이나 금지된 약물 

복용, 음주, 흡연, 모욕적인 발언, 외설적인 말 그리고 부정직한 행위 등은 반드시 

금해야만 한다 (벧전 1;15-16, 롬 12:1-2).    

2. 동료들과 권위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 공동체 사이에서 성숙된 사랑과 

예의 그리고 존경이 있어야만 한다 (롬 12:10. 요일 4:21, 벧전 2:17, 히 13:16-17).    

3. 차별 행위와 남을 괴롭히는 행위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과 성적 

차별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레이스 미션대학교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괴롭힘 들을 금지한다 (행 10:34).   

4. 데이트와 결혼에 있어서 성경적인 규범들을 이행해야 한다. 그레이스 미션대학교는 

구성원들에게 도덕적 정결에 있어서 성경적인 규범들을 준수 할 것을 기대한다 (살전 

4장).   

5. 학생들은 적합하고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레이스 미션대학교는 학생들이 

정숙한 복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레이스 미션대학교는 다른 사람을 당혹하게 만드는 

복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딤전 4:11-12, 고전 10:32)  

6. 강의실 규범. 교수는 강의실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을 

강의실에서 나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7. 학업상의 정직성. 학생들은 모든 과제물과 시험을 치르는 학문적 행위에 있어서 정직하고 

신실해야만 한다. 모든 학생들은 어떠한 표절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표절행위는 하나의 

학문적 범죄로서 취급된다. 표절 행위에는 다른 사람의 과제물을 도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이나 다른 출판물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인용하는 것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레이스 미션대학교는 표절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징계할 권한을 갖는다: 경고, 학사 징계, 정학. 퇴학 등 (고전 5:1-8). 

8. 학생 생활 규정은 학생 학장의 관리 책임 하에 있다. 그레이스 미션대학교는 부절절한 

행위를 한 학생에게 적합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 한 후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이지 

않을 경우, 그 학생을 퇴교조치 시킬 권한을 갖는다.  기독교 지도자로서 적합한 자질들을 

갖추는 것은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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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on Statements (확언 서약) 
I have read, understand, and respect the above Statements listed followings: 

 Mission Statement,  

 Institutional Goals,  

 Institutional Objectives, 

 Philosophy of Education,  

 Biblical Foundation’s Statement 

 Statement of Ethical Values & Standards of Conduct 

I have read and understand that they are a guide for my behavior both on and off campus while I am a 

member of Grace Mission University. I recognize that failure to abide by these lifestyle commitments may 

lead to disciplinary action.  

나는 위에 열거한 학교의 사명, 목적, 교육 목표, 교육 철학, 성경적 신앙고백, 그리고 윤리적 가치와 

행위규정을 읽고 이해 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그 규정들이 본인이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의 일원으로 

있는 동안, 학교 안 밖의 생활의 규범이 됨을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공동체 생활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 될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Please check appropriate status and sign (자신의 신분에 체크하고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Board Member (이사)   

 Faculty (교수)  

 Staff (직원)   

 Undergraduate Student (대학생)  

 Graduate Student (대학원 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int Name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날자)      

 

 

Hand in only this page and keep the above pages for you after sign in this sheet.  

서명 후에 이 페이지만 제출하시고, 앞의 페이지들은 보관하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Updated 12/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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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OLLMENT AGREEMENT 
 

Address where Education will be provided 
 

Grace Mission University (Not for-profit California Corporation)  

1645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Fax 714-459-7414 

 

Student Information 
 

Name of Student  SSN  

Address  

Phone (Home)  (Cell)  

Date of Birth  Gender  

 

Degree and Program Information   

CIP Code #:___1927641______SOC Code #:_____1927641___________ 

Degree Programs  

☐ 

D.Miss (Doctor of  Missiology) 

Total required Units to complete the program :  48 (units)  

 

Starting Semester:    _____________   

 

Scheduled Completion Year: ____________ 

 

Graduation Requirements:  

When a student has completed 

the required semester unit, 

completion of all courses 

prescribed in curriculum, Pass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with minimum 

and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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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OF TUITIONS AND FEES 
 

1. Educational Expenses and Fees 
 

Application & 

Registration Fees 

(Non-refundable) 

Application fee                                              $ 80.00 

Registration fee (BA & Master)                     $ 90.00 

Registration fee(Doctoral)                               $ 130.00 

Registration change (drop/add per course)     $ 20.00 

Late registration fee                            $ 50.00 

Final Registration fee                                      $ 100.00 

Student Association fee     $ 70.00 

Online service fee (per course)  $ 10.00 

Re-admission Fee                                            $50.00 

Program Transfer fee                                      $200.00 

Non-refundable 

I-20 Service Fees 

(Non-refundable) 

GMU Initial I-20 issue fee                $ 250.00 

I-20 Transfer Processing fee  $ 100.00 

I-20  Reissue  fee                                             $ 50.00 

Service fees are not 

refundable once the 

request or the work has 

been done. 

Transcript & 

Official Document 

Service Fees 

(Non-refundable) 

Academic Transcript(3 Biz day)                    $10/ Copy 

Verification of Enrollment(3 Biz day)           $10/ Copy 

Verification of Degree Received(3 Biz day)  $10/ Copy 

Other Verification(3 Biz day)                        $10/ Copy 

-1 day Express fee                                            $ 100.00 

-Next Business day Express fee                      $ 50.00 

-Hold for Pick-up fee                                      $ 00.00 

-E-mail scan file sending fee                           $ 5.00 

-USPS 1
st
 Class mail                                        $ 10.00 

-USPS International mail                                 $ 20.00 

-Priority Domestic Express(USA) mail           $ 50.00 

-Priority International Express(USA) mail      $ 100.00 

Service fees are not 

refundable once the 

request or the work has 

been done. 

Other Service Fees 

(Non-refundable) 

Library card & Student ID card fee                $ 25.00  

Student E-mail Account set-up fee                 $ 20.00  

MP3 File USB,CD & DVD Request          $ 10.00/course 

-Hold for Pick-up fee                                      $ 00.00 

-USPS 1st Class mail                                        $ 10.00 

-USPS International mail                                 $ 30.00 

Graduation fee (BA & Master)                 $ 400.00 

Graduation fee (Doctoral)                               $ 500.00 

Service fees are not 

refundable once the 

request or the work has 

been done. 

Financial Service 

Fees 

(Non-refundable) 

Late Payment  fee                                            $ 25.00 

Returned check/Denied credit card               $ 25.00 

Plan for Tuition Payment fee                 $ 25.00 

 

Tuition Fees 
Tuition per unit (BA & Master)                 $ 220.00 

Tuition per unit (Doctoral)                 $ 380.00 

No refund after Add & 

Drop period 

 These fees will be changed at any time by the decision of administr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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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hedule of total charges 
The combination of tuition, fees and associated expenses at Grace Mission University is sufficiently high 

that it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carefully calculate their financial resources and costs. The following 

estimated student budget reflects the average cost to fulltime students for the 2012-2013 academic year 

(nine months) 

 

Graduate 

(D.Miss) 

 

Tuition                                        $6,840 

($380/ unit * 9 units*2 semesters) 

Registration fee and Student Association fee 

($130*2 semesters)                                    $260  

Room & Board                      $9,000 

Books & Supplies                     $1,500 

Personal/ Misc.                                    $3,000 

Transportation                      $1,000 

Full time Tuition & Fee per 

year: $7,100 

Combination Total per year 

:$21,600     

(Based on 8 units per 

semester per year) 

D.Miss. Degree  

Total Tuition Amount & Fees  

($380/ unit * 48 units= $18,240) 

Registration and Student Association fee  

($130/per semester * 6 semester= $780) 

 (3 years plan : 16units/year) 

Estimated Total Tuition & 

Fees for Degree Completion 

: $19,020 ($6,340/year) 

  

3. Student Tuition Recovery Fund (STRF) 

STRF for Degree  

(Non-refundable) 

Assessment rate             

$ 0.50 per $1,000 of institutional charges  

 (After Jan 1, 2013) 

Total STRF = $19,020/1000 *0.5=$9.5 

 

*Effected Jan 1, 2015.STRF assessment rate has 

changed from fifty cents($0.50)per one thousand 

dollars($1000) of institutional charges to zero($0) 

 

$0.00 

 

Eligible Student Only 

 

4. Estimated Degree Schedule 
Schedules  Date 

Degree & Program   

Program Start Date   

Scheduled  Completion Date  

 

5. Payable Total Charges 
The total charges for the current period of attendance  

The estimated total charges for the entire educational program $ 

The total charges the student is obligated to pay upon enrollment. $ 

 
Prior to signing this enrollment agreement, you must be given a catalog or brochure and a School 
Performance Fact Sheet, which you are encouraged to review prior to signing this agreement. 
These documents contain important policies and performance data for this instituti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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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is required to have you sign and date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e School 
Performance Fact Sheet relating to completion rates, placement rates, license examination passage 
rates, salaries or wages, and the most recent three-year cohort default rate, if applicable, prior to 
signing this agreement.  

(Student’s Initial _______________) I certify that I have received the catalog, School Performance 
Fact Sheet, and information regarding completion rates, placement rates, license examination 
passage rates, and salary or wage information included in the School Performance Fact sheet, and 
have signed, initialed, and dated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School Performance Fact Sheet. 

Any questions a student may have regarding this enrollment agreement that have not been 
satisfactorily answered by the institution may be directed to 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at 2535 Capital Oaks Drive, Suite 400, Sacramento, CA 95933  Web site: 
www.bppe.ca.gov, Toll-free telephone number (888)370-7589 or by fax (916)263-1897    

A student or any member of the public may file a complaint about this institution with 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by calling (888) 370-7589) toll-free or by completing 
a complaint form, which can be obtained on the bureau’s Internet Web site www.bppe.ca.gov. 

I understand that this is a legally binding contract.  My signature below certifies that I have 
read, understood, and agreed to my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that the institution’s 
cancellation and refund policies have been clearly explained to me. 

 
                                                                                                           

Signature of student                                  Printed Name                                                   Date 

Name and Title of School Official 

 
This agreement is accepted by   

 

                                                             James Koo/Director of Administration    

Signature of School Official                        Printed Name/Title                                      Date 

This enrollment agreement is a legally binding document when signed by the student and accepted by 
the institution.   

 

AGREEMENT 
 
All charges stated on page one of this agreement are due and payable prior to the completion of each 

payment period.  The Title IV aid stated on page one of this agreement are only estimates depending on 

your eligibility for funds.   

 

Student remains responsible for all incurred charges.   

You are responsible for the total amount of charges stated on page one of this agreement. 

 

STUDENT TUITION RECOVERY FUND(STRF) 
You must pay the state-imposed assessment for the Student Tuition Recovery Fund (STRF) if all of the 

following applies to you: You are a student, who is a California resident and prepays all or part of your 

tuition either by cash, guaranteed student loans, or personal loans, and,  2) Your total charges are not paid 

by any third-party payer such as an employer, government program or other payer unless you have a 

separate agreement to repay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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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not eligible for protection from the STRF and you are not required to pay the STRF assessment, if 

either of the following applies:  1) You are not a California resident.  2) Your total charges are paid by a 

third party, such as an employer, government program or other payer, and you have no separate agreement 

to repay the third party.   

 

Amount of STRF Assessment; § 76120. (a)  Each qualifying institution shall collect an assessment of fifty 

cents ($0.50) per one thousand dollars ($1,000) of institutional charges, rounded to the nearest thousand 

dollars, from each student.  For institutional charges of one thousand dollars ($1,000) or less, the 

assessment is fifty cents ($0.50). 

 

*Effected Jan 1, 2015.STRF assessment rate has changed from fifty cents($0.50)per one thousand 

dollars($1000) of institutional charges to zero($0) 

 

STUDENT’S RIGHT TO CANCEL 
 
The student has the right to cancel the enrollment agreement and obtain a refund of charges paid through 

attendance at the first class session (first day of classes), or the seventh day after enrollment (seven days 

from date when enrollment agreement was signed), whichever is later. 

 

The notice of cancellation shall be in writing and submitted directly to the Administration Office, a 

withdrawal may be initiated by the student’s written notice or by the institution due to student’s academics 

or conduct, including, but not necessarily limited to, a student’s lack of attendance. 

 

End date to Cancel or withdraw    

 

DETERMINATION OF WITHDRAWAL FROM SCHOOL 
:  The withdrawal date shall be the last date of recorded attendance.   

The student would be 

determined to have 

withdrawn from school 

on the earliest of:   

The date you notify the Registrar of your intent to withdraw. Only the Registrar 

would be authorized to accept a notification of your intent to withdraw. 

The date the school terminates your enrollment due to academic failure or for 

violation of its rules and policies stated in the catalog. 

The date you fail to attend classes for a two-week period and fail to inform the 

school that you are not withdrawing.   

If you are absent for two consecutive weeks and are not on an approved leave of 

absence, you will be deemed a withdrawal even though you have indicated that 

you were not withdrawing. 

In the event that you failed to return from the approved leave of absence, the 

effective withdrawal date shall be the last date of recorded attendance.  The 

effective date of the withdrawal will be the first day scheduled to return from 

leave of absence. 

 

REFUND POLICY 
 
After the cancellation period, the institution provides a pro rata refund of ALL funds paid for tuition 

charges to students who have completed 60 percent or less of the period of attendance.  Once more then 60 

percent of the enrollment period in the entire course has incurred (including absences), there will be no 

refund to the student. 

 

Application & Registration Fees are non refundable item.  Books, supplies and any other items issued and 

received by the student would not be returnable.  Once received by the student it will belong to the student 

and will represent a liability to th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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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cancel the agreement, the school will refund any money that you paid, less any deduction for 

registration fee and other fees.  If you withdraw from school after the cancellation period, the refund policy 

described above will apply. If the amount that you have paid is more than the amount that you owe for the 

time you attended, then a refund will be made within 45 days of the official withdrawal date.  See Refunds 

section below.  If the amount that you owe is more than the amount that you have already paid, then you 

will have to arrange with the institution to pay that balance.  Official withdrawal date is on the student’s 

notification or school’s determination. 

 

If the student has received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 funds, the student is entitled to a refund of moneys 

not paid from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 program funds. 

 

Return of Title IV 
Special note to students receiving Unsubsidized/Subsidized/PLUS/Perkins loans, ACG/National 

SMART/Pell/SEOG grants or other aid, if you withdraw from school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equivalent to 60 percent of the workload in any given semester, a calculation using the percentage 

completed will be applied to the funds received or that could have been receive that will determine the 

amount of aid the student earned.   

Unearned funds would be returned to the program in the order stated below by the school and/or the 

student.  Student liability to loan funds will continue to be paid in accordance to the original promissory 

note terms.  Funds owed by the student to the Grant programs are limited to 50% of the gross award per 

program received.  Sample Calculation, completion of 25% of the semester earns only 25% of the aid 

disbursed or that could have been disbursed.  If applicable, this would be the first calculation to determine 

the amount of aid that the student would be eligible for from the Title IV Financial Aid programs.   

A second calculation would take place to determine the amount earned by the institution during the period 

of enrollment.  If the student is eligible for a loan guaranteed by the federal or state government and the 

student defaults on the loan, both of the following may occur: (1) The federal or state government or a loan 

guarantee agency may take action against the student, including applying any income tax refund to which 

the person is entitled to reduce the balance owed on the loan.  (2) The student may not be eligible for any 

other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 at another institution or other government assistance until the loan is 

repaid. 

 

Refunds based on the Return of Title IV 
If any refunds are due based on the Return of Title IV calculation or based on the institutional refund policy 

calculation, any refunds will be made as soon as possible but not later than 45 days from the determination 

of withdrawal date in the order stated in section CFR 34 section 668.22.  The order of payment of refunds 

is, 1 Unsubsidized Loans from Direct Loan, 2 Subsidized Loans from Direct Loan, 3 PLUS (Graduate 

Students)  Direct Loan, 4  PLUS (Parent)  Direct Loan, 5 Pell Grant, 6. Other.  This order would apply in 

accordance to the aid programs available at the institution.  Course Cancellation:  If a course is canceled 

subsequent to a student’s enrollment and before instruction in the course has begun, the school shall at its 

option:  1. Provide a full refund of all money paid; or   2.  Provide for completion of the course at schools 

in the neighborhood.  School Closure:  If the school closes subsequent to a student’s enrollment and before 

instruction in the course has begun, the school shall at its option:  1. Provide a full refund of all money 

paid; or   2.  Provide for completion of the course at schools in the neighborhood.   

 

Student defaults on the loan 
If the student is eligible for a loan guaranteed by the federal or state government and the student defaults on 

the loan, both of the following may occur: 

(1) The federal or state government or a loan guarantee agency may take action against the student, 

including applying any income tax refund to which the person is entitled to reduce the balance owed on th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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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tudent may not be eligible for any other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 at another institution or other 

government assistance until the loan is repaid. 

 

Responsibility to repay 
If the student obtains a loan to pay for an educational program, the student will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pay the full amount of the loan plus interest, less the amount of any refund. 

 

Charges paid to an entity other than an institution 
Charges paid to an entity other than an institution that is specifically required for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al program. 

Name of Entity other than an institution Date Charges Paid Amount  

  $ 

  $ 

  $ 

 

DISTANCE EDUCATION PROGRAMS  
An institution offering a distance educational program where the instruction is not offered in real time shall 

transmit the first lesson and any materials to any student within seven days after the institution accepts the 

student for admission. 

 

The student shall have the right to cancel the agreement and receive a full refund pursuant to section CCR 

71750 before the first lesson and materials are received. Cancellation is effective on the date written notice 

of cancellation is sent. The institution shall make the refund pursuant to section CCR 71750. If the 

institution sent the first lesson and materials before an effective cancellation notice was received, the 

institution shall make a refund within 45 days after the student's return of the materials. 

 

An institution shall transmit all of the lessons and other materials to the student if the student has fully paid 

for the educational program and after having received the first lesson and initial materials, requests in 

writing that all of the material be sent. 

 

If an institution transmits the balance of the material as the student requests, the institution shall remain 

obligated to provide the other educational services it agreed to provide, such as responses to student 

inquiries, student and faculty interaction, and evaluation and comment on lessons submitted by the student, 

but shall not be obligated to pay any refund after all of the lessons and material are transmitted. 

 

NOTICE CONCERNING TRANSFERABILITY OF CREDITS AND 

CREDENTIALS EARNED AT OUR INSTITUTION 
The transferability of credits you earn at Grace Mission University is at the complete discretion of an 

institution to which you may seek to transfer. Acceptance of the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you earned 

from your course of study, is also at the complete discretion of the institution to which you may seek to 

transfer.  If the (credits or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that you earned at this institution are not accepted 

at the institution to which you seek to transfer, you may be required to repeat some or all of your 

coursework at the institution you are transferring.  For this reason you should make certain that your 

attendance at this institution will meet your educational goals.  This may include contacting an institution to 

which you may seek to transfer after attending  Grace Mission University to determine if your (credits or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will transfer. 

Note 
Academic transcripts will not be released until tuition charges are paid in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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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ment 
This school does not guarantee placement.  However, limited job placement assistance by providing 

referrals to graduates is available. 

 

ANY DISPUTE ARISING FROM ENROLLMENT AT GRACE MISSION UNIVERSITY NO 

MATTER HOW PLEADED OR STYLED, SHALL BE RESOLVED BY BINDING ARBITRATION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 CONDUCT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AT FULLERTON, CALIFORNIA  UNDER ITS 

COMMERCIAL RULES.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 MAY BE 

ENTERED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ANY HOLDER OF THIS CONSUMER 

CREDIT CONTRACT IS SUBJECT TO ALL CLAIMS AND DEFENSE WHICH THE DEBTOR 

COULD ASSERT AGAINST THE SELLER OF GOODS OR SERVICES OBTAINED PURSUANT 

HERETO OR WITH THE PROCEEDS HEREOF.  RECOVERY THEREUNDER BY THE 

DEBTOR SHALL NOT EXCEED AMOUNTS PAID BY THE DEBTOR THEREUNDER. 

 

Student understandings:  I understand this agreement is not operative until I attend the first class or session 

of instruction.  This requirement is not applicable to correspondence or other distance learning programs.  I 

further understand that the catalog and its contents are a part of this enrollment agreement and that 

information presented therein is binding on the school and me. 

 

My signature below certifies that I have read, understood and agreed to my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that the institution’s cancellation and refund policies have been clearly explained to me.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is agreement which consists of 7 pages.        

 

 

Stude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 

< 12/7/2017updated > 



                                9/26/2017 updated  

GMU Scholarship 장학금 안내 

Federal Student Aid (FSA) 정책 규정에 의해서 모든 학생들의 FSA 패키징에 반드시 장학금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GMU 장학금액 산출방식이 기존의 Rate (%) 방식에서 고정 (Fixed)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규정(대학부 와 대학원 기준)(봄학기 및 가을학기 -2017 가을학기부터 적용) 

1. 모든 장학금은 6학점 이상(격려는 학점 당) 등록자부터 해당이 됩니다.  

2. 내부 장학금이 중복(추천 및 특별장학금 제외)이 되는 경우는 학비의 최대 50%까지 적용  

3. 모든 내부 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온라인 장학금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  

4. 모든 내부 장학금 적용의 기준은 학생이 납부할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정부학자금 등 외부지급제외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내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5. 장학금 지급은 모든 학기를 Complete 한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6. 장학금 기준과 금액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금 

Title 

6학점 

이상등록 

9학점 

이상등록 

12학점 

이상등록 

15학점 

이상등록 

18학점 

이상 등록 

장학금은 6학점 이상 등록자에게만 

적용한다. 

사역자 $240 $360 $480 $600 $720 25세 이하 미혼 자녀도 부모의 

사역 기준으로 적용 

선교사 $480 $720 $960 $1200 $1440 25세 이하 미혼 자녀도 부모의 

사역 기준으로 적용 

가족 $480 $720 $960 $1200 $1440 가족 중 등록학점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증복 시 최고 

50%까지) 

3명 이상의 경우 2명부터 모두 

적용 

추천 Referral  $250 $500 추천받은 

학생이 대학원 

생인 경우 

$500 추천받은 학생이 대학부 

학생인 경우 12학점 이상 

등록해야 한다 

추천 받은 사람이 등록한 학점을 

기준한다.  

추천 받은 학생이 장학금 신청기간 

내 등록과 학비를 완납했을 때 

해당학기에 적용되고 이후 납부 

한경우 다음 학기 Credit 적용.  

English Track  $200(대학원) $200(대학부) 12학점 이상 영어과목 등록한 

학생에게만 적용한다.  

Grace 

Scholarship 

(격려장학금) 

*변경: 학점당 $40 적용 

 

주요 규정(대학부 와 대학원 기준)(여름 및 겨울학기 -2018 겨울부터 적용) 

 

1.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학점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 모든 장학금은 온라인 장학금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을 시켜 드립니다  

3. 장학금 기준과 금액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금 

Title 

1학점  2학점  3학점  4학점  5학점  6학점 장학금은 1학점 이상 등록자에게만 

적용한다. 

사역자 $40 $80 $120 $160 $200 $240 *추천 장학금은 정규 학기에만 

적용한다. 

*중복시에는 최고 50%까지만 
선교사 $80 $160 $240 $320 $400 $480 

가족 $80 $160 $240 $320 $400 $480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격려 

Grace 

Scholarship 

$40 $80 $120 $160 $200 $240 적용한다. 

 

 

주요 규정(박사원 기준) (1학점 $380) 9/1/2017기준으로 개정됨 

1. 기본적인 규정은 대학부와 대학원 규정과 동일합니다.  

2. 모든 장학금은 Fee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내부 장학금 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Title 

4학점 

이상등록 

8학점 이상등록 12학점 이상등록 장학금은 6학점 이상 

등록자에게만 적용한다. 

추천 Referral  $250 $500  

추천받은 학생이 

대학원 생인 경우 

$500  

추천받은 학생이 

대학부 학생인 경우 

박사원 추천도 대학, 대학원 동일 

적용한다. 

추천 받은 학생이 장학금 

신청기간 내 등록과 학비를 

완납했을 때 해당학기에 적용되고 

이후 납부 한경우 다음 학기 

Credit 적용 

GMU 동문, 

PCIGA총회목사 
$300 $600 $900 

 

국내 거주 선교사  $450 $900 $1,350  

해외 선교사, 선교사 

훈련원  
$600 $1,200 $1,800 

 

가족장학금  박사원 혹은 대학, 대학원 가족 중 학비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고 50%까지) 

 

온라인 수강 등록 및 장학금 신청 안내 

 

온라인 등록 신청  

 

학교 홈페이지의 Student Portal (http://student.gm.edu)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수강 신청을 합니다.  

Student ID와 개인별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 하신 후 Registration 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시 해당 학기 링크를 선택하여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시 학교에 등록된 학생 ID, 주소, E-mail, 연락처 및 I-20, FSA, 입학 시기,Degree 등 다양한 

학생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학생 정보 

변경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등록한 학기 별 등록 현황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수강 신청 내용을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직접 Student Portal (http://student.gm.edu)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장학금 신청 방법  

 

 모든 장학금 신청은 Student Portal(http://student.gm.edu)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장학금 신청은 Add & Drop 주간까지만 (수업시작 후 2주) 신청가능 이후는 장학금 신청이 

않됩니다. 



  

 장학금 신청에 대한 Award Letter를 student portal을 통해서 확인하고 등록금 납부 금액이 

정해짐  

 기존 학생들은 매년 가을 학기에 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해당 증명 서류 (주보, 임명장 등)를 

scholarship@gm.edu 메일 혹은 팩스 714-459-7414 로 학교에 접수되어야 승인이 됩니다. 

신입생은 입학학기에 해당 증명서류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장학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Student Portal 을 통해서 로그인 한 후 해당 학기 과목 선택 및 등록을 온라인 신청한다. 

 수강 신청 후 등록 리스트(Registration List)에 수강 신청이 완료 Registrar confirm이 

이루어지길 기다린다.(약 1-2일 소요)  

 등록 리스트(Registration List)에서 장학금 신청(Scholarship Apply)을 위한 Reference Code 를 

선택한다. 

 장학금 신청화면이 나타나면 해당하는 장학금을 선택하고 추가 내용을 입력하고 Student 

Signature 에 이름을 기입하고 신청을 완료한다. 

 사역자 장학금 등 증명이 필요한 장학금 신청자는 해당 증명 서류 (주보, 임명장 등)를 

학교로 접수(신입생에 한함), 재학생은 1년에 한 번 가을학기에 관련 서류 제출  

 신청이 완료되면 FSA 부서에서 신청서를 리뷰하고 Apply, Pending, Request Document, Review, 

Approved 단계의 신청 결과가 Student portal 의 장학금 리스트(Scholar List)에 나타난다. 

 Scholarship Status(장학금 신청 상태)가 Approved로 되어 있으면 장학금 선정이 완료된 

상태임  

 상세 장학금 선정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학금 리스트(Scholar List)에서 Award 

Letter링크를 클릭하면 상세 장학금 선정 내역이 나타난다. 

 선정된 장학금 내역은 등록 리스트(Registration List)의 Tuition Bill (등록금 납부서)에 장학금 

합계가 등록되어 납부할 금액(Balance Due)이 확정된다. 

 

학비 납부 방법  

 

장학금 신청 후 장학금 적용이 Approved 된 경우 등록 리스트(Registration List)의 Tuition Bill (등록금 

납부서)를 선택하면 상세 등록리스트가 나타나고 장학금이 적용된 납부할 금액(Balance Due)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납부 금액을 위한 인보이스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Online Tuition Payment를 이용해서 카드 결제  

 학교 재정부로 전화해서 카드 번호 제공하고 결제  

 해당 금액을 Check 작성해서 학교 주소로 발송  

 학교 은행 구좌로 송금   

 

학비를 재정부에 납부 하셔야 정식 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이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mailto:scholarship@gm.edu


  

장학금 신청 안내(Institutional Scholarship Information) 
그레이스미션대학은 교단산하의 지교회와 신실한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학비 보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레이스미션대학의 학비는 (Tuition) 같은 등급의 다른 모든 

학교들의 학비보다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저렴한 학비를 받는 이유는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데 재정적인 짐을 덜어주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더 성숙된 사역자로 교육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레이스미션대학에서는 이렇게 저렴한 등록금을 받고 있지만,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특별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해당 장학금 신청서를 매학기 등록할 때마다 새롭게 제출해야 한다.  

Grace Mission University (GMU) provides tuition assistance to all GMU students from private financial supporters 

and affiliated local churches under the affiliated denomination. Thus, this makes GMU’s tuition approximately at fifty 

percent level compared with other educational contemporaries. The purpose of the affordable tuition is to provide students 

to receive a quality education in fulfilling their callings from God by becoming spiritually and intellectually more mature 

ministers through this affordable tuition. Even with GMU’s affordable tuition policy, there are those who still face 

difficulties in paying the amount.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further financial support for those students, we offer the 

following scholarship opportunities. In order to receive this benefit, the student must submit applicable application. 

I. 학교 후원자 연결 장학금 (Sponsor Matching Scholarship - Designated Scholarship) 

이 장학금은 학생들도 학교의 발전에 참여하고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 

후원하는 사람이나, 교회나, 또는 기관을 섭외하고 추천하여 학교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게 하고 나서, 그 

후원자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는 학교에서 심사하여 그 후원자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시기까지 후원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여부나 금액은 학교의 

장학위원회에서 학교의 장학금 재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Sponsor Matching Scholarship is to have students participate in GMU’s growth and also to encourage them to pray 

for school. After student finds a new sponsor, whether individual, church or organization, and if the new sponsor requests 

GMU to provide student with a scholarship, the school will evaluate and may provide scholarship up to fifty percent (50%) 

of the sponsored amount but not more than the remaining balance of the tuition amount for the current semester. The 

GMU’s Scholarship Committee will make the scholarship awards decision and the amount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the 

existing scholarship fund. 

II. 현직 목회자/ 선교사 장학금 (Active Pastor and Missionary Scholarship) 

현재, 학교에서 인정하는 지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나 목사, 그리고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교회 전도사나 목사는 교회대표(담임목사)로부터 직분 및 사역 싸인을 받아와야 

하고, 선교사는 파송 기관(대표)나 파송교회(담임목사)에게서 싸인을 받아와야 한다.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심사한 후에, 현재 등록한 학점과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역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학후 2 주이내 (Add/Drop 기간이내) 신청해야 한다. 2 주가 지난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다음학기에 적용된다. 장학금의 지급여부나 금액은 학교의 장학위원회에서 학교의 장학금 재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The active assistant pastors, senior pastors, and missionaries abroad may receive this scholarship benefits. The 

assistant pastors and senior pastors of local church must submit a verification of the ministry and its position from their 

respective church authority (senior pastor). The missionaries must submit verification from their sponsoring organization 

or church. After reviewing the application and the verification, the applicant may receive scholarship. To receive this 

scholarship, the application must be received within the first two weeks of the semester (within Add/Drop period). Any 

application submitted after this period will take effect during the following semester. The GMU’s Scholarship Committee 

will make the scholarship awards decision and the amount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the existing scholarship fund. 

III. 가족 장학금 (Family Scholarship) 

현재, 부부나 가족들이 동시에 학교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한 

후에, 가족 중에서 학점을 적게 등록한 사람의 학비에 (Tuition) 대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여부나 금액은 학교의 장학위원회에서 학교의 장학금 재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A couple or family members enrolled at GMU concurrently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scholarship. After 

reviewing the application, the students who carry less credit points may receive tuition reduction. The GMU’s Scholarship 

Committee will make the scholarship awards decision and the amount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the existing scholarship 

fund.  

IV. 신입생 추천 장학금 신청서 (Application for Referral Scholarship)  

신입생추천 장학금은 학생을 추천하여 GMU에 등록하게 한 추천인에게 학비의 일부 또는 청강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이다. 추천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천인이 추천받은 학생의 서명을 받은 이 

신청서를 수강등록 신청서와 함께 추천학생의 등록후 2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추천 학생은 반드시 본인이 

처음에 학교를 소개한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입학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실제 

본인이 추천을 했는지 확인한 후에,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실제적인 장학금은 

추천받은 학생이 등록하고 학비를 완납한 후에 적용된다. 추천장학금액은 신청서에 설명된 기준을 따른다.  

V. 근로장학금 (Work – Study Scholarship) 

학교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 필요할 경우에 근로할 내용과 대상을 공고하고, 학생 중에서 

심사하여 시간제로 일함으로 급료를 받을 수 있고, 또는 학비의 장학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로 대상, 시간, 

그리고 급료는 학교에서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The GMU will post a job, conduct an interview and hire a student to work when the school is in need of student’s 

assistance The compensation may be paid hourly or convert it to student’s tuition scholarship. The scope of work, hours 

and amount of pay will be determined by GMU’s circumstances. 

VI. 성적 장학금 (Academic Achievement Scholarship)  

대학부와 대학원의 각 프로그램에서 재학 중 평균 성적이 가장 우수한 1 명의 학생은 졸업식 때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금은 보통 $200-$500 정도 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One fulltime BA student and one fulltime M.Div. student with the highest grade point average (GPA) for the 

study in a program at the graduation. This scholarship is normally between $200 and $500 each. Students who 

will receive this scholarship will be notified by the academic dean before graduation. 

VII. 은혜 장학금 (Grace Scholarship)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이 은혜장학금 (격려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은혜장학금은 한 학기에 6 학점 이상 등록했을 때만 적용된다. 장학금의 지급여부, 

대상, 그리고 금액은 학교의 장학위원회에서 학교의 장학금 재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If you do not receive any scholarship and have financial difficulties, you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Grace 

Scholarship, and the qualified student may receive scholarship after reviewed by GMU’s Scholarship Committee. GMU’s 

Scholarship Committee will make the scholarship awards decision, recipients and the amount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the existing scholarship fund. 

VIII.특별 장학금 신청서 (Application for Special Scholarship) 

특별 장학금이 유치되었을 때, 그 후원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나, 재난을 당했을 때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금액은 

학교의 장학위원회에서 학교의 장학금 재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Upon the confirmation of a special scholarship fund, GMU may award a special scholarship with a request of the 

sponsor. A student who is in a special circumstance or in a disastrous situation,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himself/herself or submitted by a third party on behalf of the student and the qualified student may receive scholarship 

after reviewed by GMU’s Scholarship Committee. GMU’s Scholarship Committee will make the scholarship awards 

decision, recipients and the amount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the existing scholarship fund. 



  

 

• Grace Scholarship: GMU 장학금 

• Academic Achievement Scholarship:우수학생 장학금 

• Active Pastor & Missionary Scholarship:현직목회자/선교사  

• Designate Scholarship(JSPK, Jinjoo or other GMU sponsor): 특별 장학금   

• Student Sponsor Scholarship: 학생후원자 

• Referral Scholarship: 추천장학금 

• Student head Scholarship: 반장장학금 

• Student officer Scholarship: 학생임원장학금 

• Financial Need Scholarship: 재정보조장학금 

• Family Scholarship: 가족장학금 

• Work Study Scholarship: 근로장학금 

• Professors Scholarship: 교수장학금 

• GMU Presidential Scholarship: GMU 총장 장학금 

• GMU Board Member Scholarship: GMU 이사회장학금 

 

VIII. 장학금 정책과 신청방법 (Scholarship Application Policy and Procedure)  

1. 위에 명시한 장학금의 혜택 대상이 되는 학생은 다음 페이지들에 있는 해당 장학금 신청서를 (또는 

사무실이나, 재정부, 학교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음) 세밀하게 작성하여 등록할 때에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학교의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장학금 혜택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The eligible scholarship applicant mentioned above may obtain the application from the Registrar’s office, financial 

office or from websites and must fill out the application in detail and must submit it to financial office. GMU’s 

Scholarship Committee will review and make the scholarship awards decision and the amount and notify the applicant.  

2. 후원자연결 장학금은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장학금들은 등록기간 전부터 학기가 시작된 

2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 해야만 심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lthough Sponsor Matching Scholarship is available at any time, other scholarship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within two weeks during the beginning of semester in order to receive the scholarship after its’ review. 

3. 장학위원회는 등록마감일에 1차로 장학금 지급여부 심사를 하며, 개학후 2주가 지난후에 (Add/Drop 기간 

직후) 사역자와 선교사들의 장학금 지급여부나 금액에 대해 2 차 심사를 한다. 2 차 심사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학금신청을 할 수 없다.  

GMU Scholarship Committee reviews the scholarship application on the day of close of registration and the second 

review is done right after the last day of Add/Drop deadline date which is the second week of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The scholarship application may not be submitted after the second review by the Committee.  



  

4. 사역자 장학금과 가족 장학금은 두 가지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한 학생이 한 가지만 신청해야 

한다. 모든 교내 장학금의 합계가 현재 학기의 등록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추천장학금만 예외로하여 

다음 학기 크레딧으로 넘긴다.  

Except for the Referral Scholarship and Student Employment Scholarship, students may only apply for one 

scholarship at a time between Family Scholarship and Pastor/Missionary Scholarship. The amount of 

scholarships received cannot exceed more than the applicant’s outstanding balance of the current tuition for 

the semester. 

5. 모든 장학금들은 신청한 학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장학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 반드시 해당하는 장학금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All of the awarded scholarships are only valid during that semester. Therefore, a new scholarship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for each semester if the applicant wishes to be considered. 

6. 장학금에 대한 규칙은 매학기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규칙이 변경되면 항상 새로운 규칙에 따라 

적용한다. 

The scholarship requirements may change each semester and when it does, the new requirements would supersede the 

old one. 

7. 장학금이나 등록금에 대한 문의는 714-525-0088, 714-515-5885 학비보조담당(scholarship@gm.edu) 에 

이메일로 연락한다.  

Please contact the Finance Aid Department at 714-525-0088, 714-515-5885 or send email to scholarship@gm.edu 

with any questions regarding the scholarship.  

장학금 신청 안내(Institutional Scholarship Information) 

그레이스미션대학은 교단산하의 지교회와 신실한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학비 보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레이스미션대학 장학위원회  
GMU Scholarship Committee (5/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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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장학금 신청서 (Grace Scholarship)  

 

Grace Scholarship 장학금은 외부 그랜트 혹은 지정 장학금 신청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으로 학교 재정을 고려하여 매 학기 금액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은혜장학금은 한 학기에 

6학점 이상 등록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장학금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금액은 학교의 장학위원회에서 학교의 장학금 재원과 수강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학생이름 (Student Name):________________  영문 (Name in English)       

 

학위과정 (Degree): _______________ 현재등록학점수 (Current Registration Credits)    

 

GMU 장학금을 신청하는 이유 (Reasons for applying for GMU Scholarship (Please explain below)):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본인은 격려장학금을 신청합니다.  

I declare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apply for Grace Scholarship. 

신청자 서명 (Applica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자 (Date):     

 

이 부분은 장학위원회에서 기록하는 부분이다. (For GMU Scholarship Committee Use Only) 

승인자 서명 (Authorizing Signature):  날자 (Date):  

장학금 금액 (Amount of Scholarship): $  참고메모 (Notes): 

 



  

가족 장학금 (Family Scholarship) 

현재, 부부나 직계가족들이 동시에 학교에 등록을 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한 후에, 배우자나 가족 중에서 학점을 적게 등록한 사람의 학비에 규정에 따른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여부나 금액은 학교 장학위원회의 심사에서 결정한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서 학기 과목을 등록할 때에 재정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 couple or family members enrolled at GMU concurrently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scholarship. After 

reviewing the application. The GMU’s Scholarship Committee will make the scholarship awards decision and the amount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the existing scholarship fund. Please submit the completed application to Financial 

Department during the time of registration. 

 

학생 (Student 1) 

이름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Name in English)      

과정 (Course): 대학 (Undergraduate)  대학원 (Graduate School)     

현재학기등록학점 (Total No. of Credit Unit Registered for the Semester):       

배우자 또는 가족 학생 (Student Spouse or Family)  

학생 (Student 2) 

이름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Name in English)      

과정 (Course): 대학 (Undergraduate)  대학원 (Graduate School)      

현재학기등록학점 (Total No. of Credit Unit Registered for Semester):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본인은 가족 장학금을 신청한다.  

I declare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apply for the Family Scholarship. 

날자 (Date): ___________ 신청자 서명 (Applicant Signature):       

이 부분은 장학위원회에서 기록하는 부분이다. (For GMU Scholarship Committee Use Only) 

승인자 서명 (Authorizing Signature):  날자 (Date):  

장학금 금액 (Amount of Scholarship): $ 참고메모 (Notes): 



  

현직 목회자/ 선교사 장학금 

(Active Pastor and Missionary Scholarship) 

현재, 학교에서 인정하는 지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나 목사, 그리고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교회 전도사나 목사는 교회대표로부터 확인을 받아와야 하고, 선교사는 파송 

기관이나 파송교회에서 확인을 받아와야 한다. 이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심사한 후에, 현재 

등록한 학비(Tuition)에 대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여부나 금액은 교의 심사기관에서 

결정한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서 학기 과목을 등록할 때에 재정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he active assistant pastors, senior pastors and missionaries abroad who are recognized by the school may receive this 

scholarship benefits. The assistant pastors and senior pastors of local church must submit a verification of the ministry 

service and the position from their respective church authority. The missionaries must submit verification from their 

sponsoring organization or church. After reviewing the application and the verification. The GMU’s Scholarship 

Committee will make the scholarship awards decision and the amount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the existing scholarship 

fund. 

학생이름 (Student Name):_____________________  영문 (Name in English)      

학위과정 (Degree): _______________ 현재등록학점 (Total No. of Registered Unit)     

교회(부서)에서의 직분/ Ministry in the Church (or Department):       

Full Time (주당 40시간 이상 (over 40Hr/Wk))    시간 

Part Time (주당 40시간 이하 (under 40 Hr/Wk))    시간 

사역 (파송)교회 이름/ Name of Sponsoring Church:          

전화 (Telephone No.):              

사역 (또는 파송) 교회 주소/Address of Sponsoring Church:       

                

사역 (파송)교회 교단/ Denomination of Sending Church:         

사역 (파송)교회 담임목사 (대표자) 이름/ Name of Pastor or Representative of Sending Church): 

                

날자__________ 담임목사/대표자 서명 (Sr. Pastor/Representative’s Signature)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본인은 현직 목회자 선교사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I declare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apply for Active Pastor/Missionary Scholarship. 

날자(Date):   신청자 서명(Applicant’s Signature):       

이 부분은 장학위원회에서 기록하는 부분이다. (For GMU Scholarship Committee Use Only) 

승인자 서명 (Authorizing Signature):  날자 (Date):  

장학금 금액 (Amount of Scholarship): $ 참고메모 (Notes): 



  

학교 후원자 연결 장학금 (Sponsor Matching Scholarship) 

학생의 추천에 응해 주셔서 그레이스미션대학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하여 학생이 학기 과목을 

등록할 때에 재정부에 제출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의 후원금 중에서 일부를 추천한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여부와 금액은 학교의 장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Thank you for agreeing to be the sponsor to our student and provide us with prayer support and a financial supporter. 

We pray that the rich blessings of our Lord be with you. Please review the below and provide the assistance to the student 

so that the student may submit to Financial Department during the registration time. Upon receipt of the application, we 

may be able to award up to 50 of the total sponsored amount to the sponsoring student. The GMU’s Scholarship 

Committee will make the final decision on the scholarship awards and/or the amount.  

 

후원자 (Sponsor Information) 

후원자 (교회/기관) 이름 (Sponsor’s Name (Church/Organization)):       

전화 (Telephone No.): _____________ 주소 (Address):         

후원 형태 (Sponsorship Method):  

매달 (Monthly) $__________ 매년 (Yearly): $__________ 일시적 (부정기적)/ One time $    

후원을 시작한 날자 (Sponsor start date): 년 (Year) 월 (Month) 일 (Day)  

현재까지 학교에 후원한 금액 (Total amount of sponsorship to school to date): $     

본인은 그레이스미션대학의 후원자이며, 본인을 후원자가 되도록 추천하고 기도한 아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학교에 일임한다.  

I am a GMU sponsor and I would like to provide the scholarship to the below student who has recommended me and 

had been praying for me to be his/her sponsor. However, I release all of my scholarship decision rights to GMU. 

후원자 서명 (Sponsor’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 (Date):    

 

학생 (Student’s Information) 

학생이름 (Student Name):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Name in English)      

학위과정 (Degree): __________ 현재등록학점 (Total No. of Unit Registered for Semester)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본인은 후원자연결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I declare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apply for the Sponsor Matching Scholarship. 

신청자 서명 (Applica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 (Date):     

이 부분은 장학위원회에서 기록하는 부분이다. (For GMU Scholarship Committee Use Only) 

승인자 서명 (Authorizing Signature):  날자 (Date):  

장학금 금액 (Amount of Scholarship): $ 참고메모 (Notes): 



  

특별 장학금 신청서 (Application for Special Scholarship)  

특별 장학금이 유치되었을 때, 그 후원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나, 재난을 당했을 때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금액은 학교의 장학위원회에서 학교의 장학금 재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Upon the confirmation of a special scholarship fund, GMU may award a special scholarship with a request of the sponsor. A 

student who is in a special circumstance or in a disastrous situation,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himself/herself or submitted by a 

third party on behalf of the student and the qualified student may receive scholarship after reviewed by GMU’s Scholarship 

Committee. GMU’s Scholarship Committee will make the scholarship awards decision, recipients and the amount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the existing scholarship fund. 

 

학생이름 (Student Name):________________  영문 (Name in English)       

학위과정 (Degree): _______________ 현재등록학점수 (Current Registration Credits)    

현재미납금액 (Amount of unpaid debts)           

현재의 생활 수입의 방법 (Source of Income):         

현재 한달 수입 금액 (모든 종류, 모든 가족의 수입 총계)/ Amount of combined monthly income (i.e., 

combined income of all family members):            

한달 모든 종류의 지출 총계/ Amount of total monthly expense:        

현재 가족의 수 (Number of family members): 

18세미만 자녀 (Child under 18 years old):____, 성인 (Adult):___, 노약자 (Elderly & Hadicpped)    

특별장학금을 신청하는 이유 (Reasons for applying for Special Scholarship (Please explain below)):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이름 (Name & contact of the person who may verify above):  

이름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Telephone No.):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본인은 특별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I declare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apply for Special Scholarship. 

신청자 서명 (Applica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자 (Date):     

이 부분은 장학위원회에서 기록하는 부분이다. (For GMU Scholarship Committee Use Only) 

승인자 서명 (Authorizing Signature):  날자 (Date):  

장학금 금액 (Amount of Scholarship): $  참고메모 (Notes): 



  

신입생 추천 장학금 신청서 (Application for Referral Scholarship)  
 

신입생추천 장학금은 학생을 추천하여 GMU 에 등록하게 한 추천인에게 학비의 일부 또는 청강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프로그램 이다. 추천인이 추천받은 학생의 서명을 받은 이 신청서를 수강등록신청서와 함께 

재무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학생은 반드시 본인이 처음에 학교를 소개한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입학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실제 본인이 추천을 했는지 확인한 후에,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실제적인 장학금은 추천받은 학생이 등록하고 학비를 

완납한 후에 적용된다. 추천장학금을 받음으로 현재 학기의 학비를 초과하는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또 다음 학기 크레딧으로 넘긴다. 추천장학금액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학생추천 장학금  

금액 기준 

추천받은학생이 6학점 이상 등록 시 $250 

추천받은 대학원 학생이 9학점 이상 등록 시 $500 

추천받은 대학부 학생이 12학점 이상 등록 시 $500 

추천한 사람이 현재 

학생이 아닐 경우 
자신이 원하는 한 과목을 청강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신청자정보 

신청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위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Sig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천학생 정보 

1)학생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위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Sig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학생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위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Sig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학생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위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Sig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본인은 추천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부분은 장학위원회에서 기록하는 부분이다.  

승인자 서명:  날자:  

장학금 금액: $  참고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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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분할 납부 계획서 
(Plan for Tuition Payment)  

 

GMU 의 학비 분할 납부 제도는 등록 시에 학비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학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비 및 신청자 정보  

학생이름:  신청학기: 

학위과정:  총  학비 :   $ 

 

분할납부 계획  

1차 납부일:  1차 납부 금액:  

2차 납부일:  2차 납부 금액:  

3차 납부일:  2차 납부 금액:  

 

위의 기재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하며 납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비 분할 납부 규정 

 

신입 일반학생 : 분할 납부시 25불 수수료 부과 (한번 부과) 

  A. 수업료 1/2 : 등록시 납부 (개강전 까지) 

  B. 수업료 1/4 : 4주차 까지 납부 

  C. 수업료 1/4 : 8주차 까지 납부 

 

재학생의 경우 : 분할 납부시 25불 수수료 부과 (한번 부과) 

  A. 수업료 1/3 : 등록시 납부 (개강전 까지) 

  B. 수업료 1/3 : 4주차 까지 납부 

  C. 수업료 1/3 : 8주차 까지 납부 

    

  *기간내에 완납을 못한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월 2%의 이자 부과 

  *수업료 전액 환불은 개강 후 둘째 목요일까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