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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입 학 안 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먼저 본교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입학과 관련한 학교 안내와 입학 관련 안내서입니다. 

 

입학에 필요한 서류, 입학 원서와 추천서(목회자, 그룹리더) 양식 각각 1매씩, 그리고 본

교 소정 양식의 서약서 등 입학과 관련한 서류를 보내드리오니, 빠짐없이 작성하신 후에 

다른 구비서류와 같이 서류 심사를 위하여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그리고 졸업하지 않았어도 대학부 이상에서 공

부한 것이 있으면 성적증명서를 필히 원본(복사한 사본은 안됨)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추천서는 윗 부분만 본인이 기입하시고 추천하실 분이 작성한 후 직접 보내셔도 되고 동

봉한 봉투로 저희에게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 2매로서 Size는 2X2(여권용사진)를 준비하시고, 본인의 신앙 간

증문은 letter size 2 page정도 분량으로 작성하시되 구원받은 경위, 신학교에 오게 된 

동기 등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홈페이지 (http://www.gm.edu)의 입학(Admission)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학 문의 및 상담은 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서비스 신청서 혹은 학교 전화  714) 525-0088(직통) 혹은 E-

Mail (gmu@gm.edu) 등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학장 김현완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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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입학 및 등록 절차 안내 
 
다음은 GMU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 및 등록하는 절차 안내입니다. 주의 깊게 읽고 절차를 따라 등
록을 해야 정상적인 등록이 됩니다.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 및 등록절차 
 

I. 신입시민권/ 영주권자/ 일반 

 

1. 입학원서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 및 양식 참조  

2. 입학 관련 서류 제출(우편접수가능) 관련 서류 리스트 참조  

3. 입학사정위원회 입학결정  Admission Committee  

4. 학생 인터뷰(student Interview)  학교 방문 인터뷰-일자 및 시간 지정   
통신학생-인터넷 및 전화 인터뷰 

5. 트란스퍼(TRANSFER) 학점 평가 (타 학교 성적표) 별도 요청에 의해 Dean of Academics이 결정  
– 해당자에 한함  

6.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E-mail 발송  Director of Administration  
Student ID 확인  

7. ENROLLMENT AGREEMENT 체결  Director of Administration  
–GMU 양식 

8. 온라인 학기 등록 신청서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  
Degree Completion(졸업 학점이수 안내)  참조  

9. 수강등록 확인 메일 발송  Registrar 메일 발송  

10. Scholarship(장학금) 신청 및 Tuition Bill 발송  Dept of Financial (재정부)에 문의  

11. 등록금(Tuition) 및 STRF 납부- 등록 신청 완료 Dept of Financial (재정부) 확인  

12. Class 및 출석부(Roll book)등록 완료  Registrar  

13. Moodle 등록 및 패스워드 메일 발송  Distance staff  

14. 수업 참가 및 온라인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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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규 (Initial)  –  유학생 (F1 International Student) 

1. 입학원서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  – GMU 양식 참조  

2. I-20 신규 신청-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접수  온라인 서비스 신청  – GMU 양식  

3.  입학 관련 서류 제출(우편접수가능) 관련 서류 리스트 참조  

4.  입학사정위원회 입학결정   Admission Committee 

5.  학생 인터뷰(student Interview)  학교 방문 인터뷰-일자 및 시간 지정   
통신학생-인터넷 및 전화 인터뷰 

6.  트란스퍼 학점 평가(타 학교 성적표)  별도 요청에 의해 Dean of Academics이 결정  
–  해당자에 한함  

7.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E-mail 발송   Director of Administration  
Student ID 확인 

8.  ENROLLMENT AGREEMENT 체결   Director of Administration  
– GMU 양식 

9.  Initial I-20 발행 및 우편 발송 SEVIS 담당자  

10.  F1 유학비자 인터뷰 및 비자 발급 
미국 대사관 – 관련 사이트 및 신청서 참조  
유학생 비자 신청 안내서 (신청에서 발급까지)
참조 

11.  미국 예정일 통보 및 미국 입국   I-20 시작일 전 30일 이내로 입국가능 

12.  학교 방문하여 입국 신고  

SEVIS 담당자  
Visa(대사관 발행) 및 I-94, 여권 사본 및

Insurance Policy (해외유학생 보험)가입 증서를 
학교에 제출 

13.  ENROLLMENT AGREEMENT 체결  Director of Administration  
–GMU 양식 

14.  온라인 학기 등록 신청서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  
Student ID 입력 
Degree Completion(졸업 학점이수 안내)  참조  

15.  수강등록 확인 메일 발송 Registrar 메일 발송  

16.  Scholarship(장학금) 신청 및 Tuition Bill 발송 Dept of Financial (재정부)에 문의  

17.  등록금(Tuition) 납부 및 등록 신청 완료 Dept of Financial (재정부) 확인  

18.  Active I-20 발행 및 픽업  SEVIS 담당자 

19.  Class 및 출석부(Roll book)등록 완료 Registrar 

20.  Moodle 등록 및 패스워드 메일 발송 Distance staff  

21.  수업 참가 및 온라인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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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Transfer(전학) - 유학생(F1 International Student) 

 

1.입학원서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 및 양식 참조  

2. I-20 Transfer 신청-  우편, 방문 접수  Transfer 신청서 –GMU 양식 참조  

3. 입학 관련 서류 제출(우편접수가능) 관련 서류 리스트 참조  

4. 입학사정위원회 입학결정   Admission Committee 

5.  학생 인터뷰(student Interview)  학교 방문 인터뷰-일자 및 시간 지정   
통신학생-인터넷 및 전화 인터뷰 

6.트란스퍼 학점 평가(타 학교 성적표)  별도 요청에 의해 Dean of Academics이 결정  
–  해당자에 한함  

7.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E-mail 발송   Director of Administration  
Student ID 확인 

8.ENROLLMENT AGREEMENT 체결  Director of Administration  
–GMU 양식 

9.온라인 학기 등록 신청서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  
Student ID 입력 
Degree Completion(졸업 학점이수 안내)  참조  

10.수강등록 확인 메일 발송 Registrar 메일 발송  

11.Scholarship(장학금) 신청 및 Tuition Bill 발송 Dept of Financial (재정부)에 문의  

12.등록금(Tuition) 납부 및 등록 신청 완료 Dept of Financial (재정부) 확인  

13.Active I-20 발행 및 픽업  SEVIS 담당자 

14.Class 및 출석부(Roll book)등록 완료 Registrar 

15.Moodle 등록 및 패스워드 메일 발송 Distance staff  

16.수업 참가 및 온라인 강의 수강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1.714.525.0088 Fax: 1.714.525.0089 http://www.gm.edu        (Form Adm-1)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IV. Federal Financial Aid/ Grant 신청자  

 

1. 입학원서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 및 양식 참조  
연방정부 보조금(Federal Financial Aid)을 받으려면 학생들

이 연방 연방정부 수혜 자격에 맞추어 연방정부 보조금 
(FSA)을 받을 수 있다. 

2.  입학 관련 서류 제출(우편접수가능) 관련 서류 리스트 참조  

3.  입학사정위원회 입학결정  Admission Committee  

4.  학생 인터뷰(student Interview)  학교 방문 인터뷰-일자 및 시간 지정   
통신학생-인터넷 및 전화 인터뷰 

5.  트란스퍼(TRANSFER) 학점 평가 (타 
학교 성적표) 

별도 요청에 의해 Dean of Academics이 결정  
– 해당자에 한함  

6.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E-
mail 발송  

Director of Administration  
Student ID 확인  

7.  ENROLLMENT AGREEMENT 체결  Director of Administration  
–GMU 양식 

8.  Financial Aid 상담 

Financial Aid Director  
자격요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다음 6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야 한다. 
1)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2) 고등학교 졸업증 또는 GED 소유자  
3) 대학에 등록한 자  
4) 학위나 자격증 수료과정에 있는 자  
5) 만족스러운 학업성취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를 
보여야 함  
6) 이전의 융자나 Pell Grant의 채무를 지고 있지 않은 자  
자격 미달  
1) 이미 학사학위가 있는 자  
2)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마약관련법에 기소된 자 
보조의 종류 
1) Federal Pell grant는 학생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주어지며 
상환의 필요가 없다.  
2) Stafford Loans (Federal Family Educational Loans)은 융자

금이므로 학생이 졸업하거나 휴학하는 경우는 상환하게 되
어있다.  
3)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ies Grant 
(SEOG) 와 Federal Work Study (FWS) programs은 학비충당

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학교나 학교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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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신청  

Title IV(연방 학비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를 작성, 제
출해야 한다.  
http://www.fafsa.ed.gov/index.htm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신청 
FAFSA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재정적 필요가 산출되며 보조

액수가 결정된다.  

10.  온라인 학기 등록 신청서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  
Degree Completion(졸업 학점이수 안내)  참조  

11.  수강등록 확인 메일 발송  Registrar 메일 발송  

12.  Scholarship(장학금) 신청 및 Tuition 
Bill 발송  Dept of Financial (재정부)에 문의  

13.  Class 및 출석부(Roll book)등록 완료  Registrar  

14.  Moodle 등록 및 패스워드 메일 발송  Distance staff  

15.  수업 참가 및 온라인 강의 수강  온라인 강의 관리 시스템  

16.  학비 정산  
 
Dept of Financial (재정부) 
 

17.  성적 등록   
 
Chief Financial Aid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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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T.A (Tuition Assistance) 신청자 

1. 입학원서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 및 양식 참조  
Tuition Assistance (TA) program Website  
https://www.goarmyed.com  

2.  입학 관련 서류 제출(우편접수가능) 관련 서류 리스트 참조  

3.  입학사정위원회 입학결정  Admission Committee  

4.  학생 인터뷰(student Interview)  학교 방문 인터뷰-일자 및 시간 지정   
통신학생-인터넷 및 전화 인터뷰 

5.  트란스퍼(TRANSFER) 학점 평가 (타 
학교 성적표) 

별도 요청에 의해 Dean of Academics이 결정  
– 해당자에 한함  

6.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E-
mail 발송  

Director of Administration  
Student ID 확인  

7.  ENROLLMENT AGREEMENT 체결  Director of Administration  
–GMU 양식 

8.  T.A 상담 
Chief Financial Aid Director  
자격요건 
-All eligible Soldiers 

9.  T.A 신청 

온라인 신청 www.GoArmyEd.com 
신청기간 :Prior to the course start date or before the school’s 
late registration period.  
신청기준  
Course-by-course basis.  

10.  T.A 승인  GoArmyEd  
TA Statement of Understanding (TA SOU) 제출   

11.  온라인 학기 등록 신청서  온라인 수강 등록 홈페이지  
Degree Completion(졸업 학점이수 안내)  참조  

12.  수강등록 확인 메일 발송  Registrar 메일 발송  

13.  Scholarship(장학금) 신청 및 Tuition 
Bill 발송  Dept of Financial (재정부)에 문의  

14.  Class 및 출석부(Roll book)등록 완료  Registrar  

15.  Moodle 등록 및 패스워드 메일 발송  Distance staff  

16.  수업 참가 및 온라인 강의 수강  온라인 강의 관리 시스템 

17.  T.A Invoicing  
Chief Financial Aid Director  
온라인 신청  
www.GoArmyEd.com 

18.  학비 정산  Dept of Financial (재정부) 

19.  성적 등록   Chief Financial Aid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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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수강 등록절차 
 

I.재학생 – 일반 수강등록 절차 
 

1. 지난 학기 성적처리 완료 확인 (E-mail발송) 
 
Registrar  
 

2.  온라인 학기 등록 신청서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  
Student ID 입력 
Degree Completion(졸업 학점이수 안내) 참조  

3.  수강등록 확인 메일 발송 Registrar 메일 발송  

4.  Scholarship(장학금) 신청 및 Tuition Bill 발송 
 
Dept of Financial (재정부)에 문의  
 

5.  등록금(Tuition) 납부 및 등록 신청 완료 Dept of Financial (재정부) 확인  
STRF 납부(해당자에 한함) 

6.  Class 및 출석부(Roll book)등록 완료 Registrar 

7.  Moodle 등록 및 패스워드 메일 발송 Distance staff  

8.  수업 참가 및 온라인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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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재학생 -Federal Financial Aid/ Grant 등록 절차 
 

1. 지난 학기 성적처리 완료 확인 (E-mail발송) 
 
Registrar 
 

2. Federal Financial Aid 
    Tuition Assistance 
    Grant 등 개인별 신청 

Chief Financial Aid Officer와 상담 
FAFSA, TA 등 3rd party 마감 이전에 신청  
학교 코드 등록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 참조  
http://www.fafsa.ed.gov 
https://www.goarmyed 

3.  온라인 학기 등록 신청서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  
Student ID 입력 
Degree Completion(졸업 학점이수 안내) 참조  

4.  수강등록 확인 메일 발송 Registrar 메일 발송  

5.  3rd party 등록금(Tuition) 납부확인  Chief Financial Aid Officer 

6.  Tuition Bill 발송 안내 및 등록 신청 완료 Dept of Financial (재정부) 

7.  Class 및 출석부(Roll book)등록 완료 Registrar 

8.  Moodle 등록 및 패스워드 메일 발송 Distance staff  

9.  수업 참가 및 온라인 강의 수강  

10.  3rd party 등록금(Tuition)정산 및 Report  Chief Financial Aid Dir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