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 그린장학금 신청서
Central Seminary Green Scholarship Application
6601 Montiello Road, Shawnee. KS 66226-3513 I Tel: 913.667.5720 I Fax: 913.667.5780 I Email: KS@cbts.edu I www.cbts.edu

학생이름 Student Name:

과정 Degree Program:

주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그린장학금 신청년도:

이메일 Email:
년,

봄학기

or

가을학기

지난 학기 평점 Previous Term GPA:

전체 평점 Cumulative GPA:

출석교회 Church:

출석교회 목회자 싸인 Pastor’s Signature:

현재 섬기는 교회사역 Describe your current church involvement:
1.

그린장학금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한국부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이다. 그린장학금은 매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의
경제적 필요, 학점, 품행, 교회 사역, 이웃에 대한 봉사 등을 고려하여 수여한다.
Green Scholarship helps needy students in Korean Program. An applicant should apply for the scholarship every semester, and the scholarship will be
awarded on the basis of financial need, GPA, church involvement, and service to others.

2.

그린장학금은 DMin 과정은 학점당 $275, MAMCS, MDiv, MATS, Diploma 과정은 학점당 $210 의 혜택의 주어진다.
The amount of Green scholarship is $275/credit for DMin program, and $210/credit for MDiv/MATS/MAMCS/Diploma programs.

3.

장학금 수혜자들은 심사 후 결정되며, 탈락자들에게는 한번의 재심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Scholarship recipients will be determined after reviewing the applications. For those who do not qualify for any reasons, reconsideration may be given once.

4.

만약 학교 등록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학기 중간에 수업을 철회 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만큼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275/credit for DMin, and $210/credit for MAMCS/MDiv/MATS/Diploma programs).
The Green Scholarship will be removed if a student in the Korean Program does not maintain her or his enrollment or drop courses during the semester
($275/credit for DMin, and $210/credit for MAMCS/MDiv/MATS/Diploma programs).

5.

이전학기까지의 전체 평점 (GPA)이 2.0 미만일 경우와 그 밖의 이유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린장학금 지급이 중단된다.
If a student falls below 2.0 (cumulative GPA) in the previous semester or receives academic probation due to a certain reason, she or he cannot receive the
Green Scholarship.

6.

그린 장학금 신청자는 아래의 사항에 동의해야 하며, 아래 사항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되고, 그 시점까지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Applicants should agree the following statements. If the applicant does not abide by the following stated terms, this scholarship
contract shall be terminated. At the time of termination, the student will become responsible for repaying the scholarship amount used up to that point.
•

①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준비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학문에 힘쓸 것이며, ②성도이자 센트럴신학대학원 학생으로서
교회와 공동체에서 삶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③신학대학원 윤리강령(학생 핸드북에 기재됨)을 지킬 것이며,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신학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①I will make every effort to equip myself for my divine calling. ②I will do my best to be a person of integrity and good
example as a Christian and CBTS student in my church and community. ③I will abide by CBTS’ Covenant and Code of Ethics
(found in the CBTS Student Handbook) and will not behave contrary to CBTS’ honor in words or conduct.

나는 그린장학금에 관한 위의 규정들을 모두 숙지했으며, 위의 사항들에 동의하여 그린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I have read the above policy about Green Scholarship. With agreement of the above policy and statements I apply for the scholarship.

학생 서명 (Student’s Signature):

날짜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