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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신청서
(Student Grant Application Form)
★ M.DIV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의 50%의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50% of Tuition will be granted for M.Div. Candidates.)

신청학기 (The term applying for)
과
정 (Program registered)

Fall

Spring
B.TH

(Winter
M.DIV

해당년도(Year academic)

Summer)
TH.M

1. 신청자의 개인 신상 (Applicant’s personal Details)
◯

이 름 (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신 분 (Stauts)

◯

현재 부양가족 수

◯

주 소(Address)

/date

month

/year

(The number of dependents)
◯
◯

이 메 일(E-mail)
전화번호 (Phone number)

2. 교회 (Church)
◯

섬기는 교회

◯

(Church you are ministering)
◯

출석 교회 : (섬기는 교회가 없는 경우)
Church you are attending (in case you have no
ministering church)

사 역 부 서
(Department you are ministering)

3. 학업 진행 상황(신청서를 제출하는 세메스터 기준) Academic progress (as of the semester you are submitting this form)
◯

첫 과목 등록 (Term of first course taken) :

년(year)

Fall

졸업 때까지 남은 학점 수(Credits to be completed for graduation) :
가장 최근에 등록한 과목 및 학기(현재 세메스터 포함)
Term(s) and Class(es) registered most recently (including current semester):
◯ 향후 등록 계획(registration plan hereafter) :
◯

Spring

(Winter

Summer)

학점 (Semester unit)

◯

4. 경제적 상황(Financial disclosure)
가계 월 수입 총액 (total amount of household income) : 약 $
본인의 사례비, 직장/자영업 소득, 배우자/가족의 소득, 각종 장학금, 각종 후원금, Social Welfare 등
(Including your income, Spouse’s income, Scholarships, Donations, Social welfare etc.)
◯ 가계 월 지출 총액 (total amount of household expenditure) : 약 $
Housing, 생활비, 의료비, 자동차 유지비, 자녀 교육비, 각종 세금, 세미나 부대비용(flight and hotel) 등
(Including Housing, Living expenses, Medical insurances, Car maintenance fee, Child’s education fee, Taxes, etc.)
◯

5. 근로 장학생으로 봉사할 경우(in case you’re applying for a work-based scholarship)
재학생 가운데 1 주일에 1 과목에 2 시간 이상 봉사할 경우에 50%의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50% discount on tuition fee will be applied for registered students working over 2 hours per class per week)

6. mtsa 에 입학 한 이후 장학금이나 Grant 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yes) / 아니오(no)
(Have you ever been previously awarded any scholarship or grants since you have attended MTSA)
있다면 받으신 학기와 금액을 기록하십시오. (If yes, list below all semesters and amounts)
($

)

($

)

($

)

($

)

서명(Applicant’s signature) :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감리 교신 학대학교 • http://www.mtsamerica.com

날짜(Date) :

/

/

2525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U.S.A.
Tel. (213)386-0080 • Fax. (213)386-5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