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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Mission University

GMU Scholarship Information
2019 년 여름 학기부터 학비 변경에 따른 장학금 규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GMU 장학금 제도는 통합
학기제 (여름-가을 학기 합산, 겨울- 봄학기 합산)로 장학금액 산출방식은 신청 학점에 따른
고정(Fixed)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Federal Student Aid (FSA) 정책 규정에 의해서 모든 학생들의 FSA
패키징에 반드시 장학금이 포함됩니다.
대학부 규정 (통합 학기제 - 2019 여름학기부터 적용)
1. 학점은 여름-가을 학기 합산, 겨울- 봄학기 합산으로 년 2 회 장학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모든 장학금은 6 학점 이상(격려는 학점 당) 등록자부터 해당이 됩니다.
3. 내부 장학금이 중복(추천 및 특별장학금 제외)이 되는 경우는 학비의 최대 40%까지 적용
4. 모든 내부 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온라인 장학금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
5. 모든 내부 장학금 적용의 기준은 학생이 납부할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정부학자금 등 외부지급제외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내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6. 장학금 지급은 모든 학기를 Complete 한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즉, 학기 중에 Drop 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7. 장학금 기준과 금액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금
Title

통합
6 학점
이상등록
$240

통합
9 학점
이상등록
$360

통합
12 학점
이상등록
$480

통합
15 학점
이상등록
$600

통합
18 학점
이상 등록
$720

해외선교사

$420

$630

$840

$1050

$1260

가족

$480

$720

$960

$1200

$1440

추천 Referral

$250

사역자,
국내선교사

English Track
Grace
Scholarship
(격려장학금)

$500 추천받은 학생이 대학부
학생인 경우 12 학점 이상
등록해야 한다

$200(대학부)

장학금은 6 학점 이상 등록자에게만
적용한다.
25 세 이하 미혼 자녀도 부모의 사역
기준으로 적용
미국 장기 거주 선교사 포함
25 세 이하 미혼 자녀도 부모의 사역
기준으로 적용
안식년 미국 거주 포함
가족 중 등록학점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중복 시 최고
40%까지) 가족이 3 명 이상의 경우
2 명부터 모두 적용
가족이 모두 해외선교사인 경우 가족
모두에게 최고 40%까지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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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학점 이상 영어과목 등록한
학생에게만 적용한다.

*변경: 학비는 학점당 $240 로 변경
*격려장학금은 학점당 $40 그대로 적용

대학원 규정(통합 학기제 -2019 여름학기부터 적용)
1. 학점은 여름-가을 학기 합산, 겨울- 봄학기 합산으로 년 2 회 장학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대학원은 학비 전체 감면으로 Grace Scholarship(격려장학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모든 장학금은 통합 6 학점 이상 등록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4. 내부 장학금이 중복(추천 및 특별장학금 제외)이 되는 경우는 학비의 최대 40%까지 적용
5. 모든 내부 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온라인 장학금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
6. 모든 내부 장학금 적용의 기준은 학생이 납부할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정부학자금 등 외부지급제외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내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8. 장학금 지급은 모든 학기를 Complete 한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즉, 학기 중에 Drop 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7. 장학금 기준과 금액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금
Title
사역자,
국내선교사

6 학점
이상등록
$240

9 학점
이상등록
$360

12 학점
이상등록
$480

15 학점
이상등록
$600

18 학점
이상 등록
$720

해외선교사

$420

$630

$840

$1050

$1260

가족

$480

$720

$960

$1200

$1440

추천 Referral

$250

$500 추천받은 학생이 대학원 생인 경우
9 학점 이상 등록해야 한다

English Track
Grace
Scholarship
(격려장학금)

$200(대학원)

장학금은 6 학점 이상 등록자에게만
적용한다.
25 세 이하 미혼 자녀도 부모의 사역
기준으로 적용
미국 장기 거주 선교사 포함
25 세 이하 미혼 자녀도 부모의 사역
기준으로 적용
안식년 미국 거주 포함
가족 중 등록학점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중복 시 최고
40%까지) 가족이 3 명 이상의 경우
2 명부터 모두 적용
가족이 모두 해외선교사인 경우 가족
모두에게 최고 40%까지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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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학점 이상 영어과목 등록한
학생에게만 적용한다.

*학비는 학점당 $200 로 변경
*대학원 학생에게는 격려장학금을 적용하지 않음

D. Miss 과정 장학금 기준 (1 학점 $380)
1. 기본적인 규정은 대학부와 대학원 규정과 동일합니다.
2. 모든 장학금은 Fee 를 제외한 등록금(Tuition)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내부 장학금 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Title
추천 Referral

GMU 동문,
PCIGA 총회목사
국내 거주 선교사
해외 선교사, 선교사
훈련원

4 학점
이상등록
$250

8 학점
이상등록
$500
추천받은
학생이 대학원
생인 경우

12 학점
이상등록
$500
추천받은 학생이
대학부 학생인
경우

$300

$600

$900

$450

$900

$1,350

$600

$1,200

$1,800

장학금은 6 학점 이상 등록자에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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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상당
30% 상당
미국 내 장기 거주 선교사 포함
40% 상당
안식년 미국 거주 포함

가족장학금

박사원 혹은 대학, 대학원 가족 중 학비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고 40%까지)
가족이 모두 해외선교사인 경우 가족 모두에게 최고 40%까지 장학금 지급

Ph.D 과정 장학금 기준 (1 학점 $480)
1. 기본적인 규정은 대학부와 대학원 규정과 동일합니다.
2. 모든 장학금은 Fee 를 제외한 등록금(Tuition)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내부 장학금 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Title
추천 Referral

GMU 동문,
PCIGA 총회목사
국내 거주 선교사
해외 선교사, 선교사
훈련원
가족 장학금

4 학점
이상등록
$250

8 학점
이상등록
$500
추천받은
학생이 대학원
생인 경우

12 학점
이상등록
$500
추천받은 학생이
대학부 학생인
경우

$380

$760

$1,150

장학금은 6 학점 이상 등록자에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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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상당

30% 상당
미국 내 장기 거주 선교사 포함
40% 상당
$760
$1,530
$2,300
안식년 미국 거주 포함
박사원 혹은 대학, 대학원 가족 중 학비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고 40%까지)
가족이 모두 해외선교사인 경우 가족 모두에게 최고 40%까지 장학금 지급
$570

$1,150

$1,720

온라인 수강 등록 및 장학금 신청 안내

온라인 등록 신청
학교 홈페이지의 Student Portal (http://student.gm.edu)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수강 신청을 한다.
Student ID 와 개인별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 하신 후 Registration 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수강 신청 시 해당 학기 링크를 선택하여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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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한다.
또한 그 동안 등록한 학기 별 등록 현황도 자세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별도로 수강 신청 내용을
보내지 않는다. 직접 Student Portal (http://student.gm.edu)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온라인 장학금 신청 방법과 순서
 Student Portal(http://student.gm.edu)을 통해서 로그인 한 후 수강 등록 전에 등록 예정
학점으로 신청한다.
 장학금 신청화면이 나타나면 해당학기 장학금 신청을 선택하고 추가 내용을 입력하고
Student Signatur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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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scholarship@gm.edu 메일 혹은 팩스 714-459-7414 로 학교에 접수되어야 승인된다. 신입생은
입학학기에 해당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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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학금 배정은 Student Portal등록 예정 학점으로 신청된 장학금 신청에 대한
장학금을 배정(Award)한다. 상세 장학금 선정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학금 리스트(Scholar
List)에서 Award Letter링크를 클릭하면 상세 장학금 선정 되며, 선정된 장학금 내역은 등록
리스트(Registration List)의 Tuition Bill (등록금 납부서)에 장학금 합계가 등록되어 납부할
금액(Balance Due)이 확정된다.
 실제 수강 등록과 장학금 수강 등록 학점이 다른 경우는 실제 장학금 배정에서 조정이
이루어 진다. 장학금 신청 결과에 대한 Award Letter를 확인하고 등록금 납부 금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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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별도 납부 금액을 위한 인보이스를 보내드리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교 홈페이지(http://www.gm.ed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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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714-525-0088(Rep), 팩스 714-459-7414
•Scholarship 담당(scholarship@gm.edu)
- 장학금 관련 Awarding 업무
- 장학금 관련 행정업무
• 재정부(cfo@gm.edu)
- 학교 재정 업무
- 학비 납부
- 후원금 납부
- 1098-T 및 W-2,1099
- 각종 재정 관련 증명서 발급
• 정부 학자금 보조 (fsa@gm.edu )
- 정부 학자금 보조(Federal Student A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