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ern Reformed Seminary 

Scholarship Policy  

장학제도 

 

The purpose of scholarship is to assist the students who are in need of financial assistance and also to encourage 

the students to give back to the school during their studies.  

본교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고 아울러 봉사와 헌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정되었다.   

1. Scholarship fund is set aside by the school to distribute evenly between the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

dents. 본교 지정 장학금은 본교에서 지정하여 해당학기에 등록한 대학원생과 학부생에게 고루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In order to receive scholarship, the student 본교 지정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A. Must have registered on time. 지정된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하며 

 B. Must not have outstanding fees. 전 학기의 미납된 등록금이 없어야 하며  

 C. Must maintain an overall GPA of 3.0 for graduates and 2.5 for undergraduates. 

  대학원 학생은 성적평균이 3.0, 학부 학생은 2.5이어야 하며      

 D. Must be re-evaluated for the eligibility for scholarship each year. 

  매년 적격 여부를 장학위원회회에서 심사한다.    

3. Student receiving scholarship are required to the following: 장학금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내 

봉사 활동를 하여야 한다. 

 A. Scholarship students must be present in  all school function especially the Opening and Closing Convo-

  cations, Graduation Ceremony, and other  school worship services. 장학 학생은 모든 학교행사에 참

  석하여야 한다. 특별히 개강예배, 종강예배, 졸업예배, 체플, 등은 필수이다.  

 B. Scholarship students  are asked to volunteer for various school related works, events and functions.  

  장학학생은 학교를 위하여 학교행사와 사무업무에 자원봉사하여야한다.  

 

The final scholarship amount will be determined by the scholarship committee upon thorough review. 

장학금 혜택은 장학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자세히 검토하여 결정되어 진다.  

I acknowledge that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above concerning scholarship.  

본인은 위에 언급한 본교의 장학 정책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생이름 Name of Stud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Sign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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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Reformed Seminary 

Scholarship Application Form 

장학금 신청원서 

 

Applicant Signature 신청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날짜 ______________ 

—————————————————————————————————————————————————————- 

Scholarship Offered by the Scholarship Committee 장학위원회 결정  

 

 

4740 Dacoma St., Suite H, Houston, TX 77092 • (713) 467-4501 • www.srsem.org 

Name 성명 English 영어                                                                    Korean 한글                                                               

Address  주소  

Phone 전화번호 Home Phone 집전화                                Cell 핸드폰 

 Email Address 이메일주소  

Degree Program                  

학위 과정 

    

Reasons for Scholarship     

장학금 신청 사유 

 

Personal Income 개인수입 Monthly Family Income 월 가정 수입 $  

Volunteer for Scholarship 

봉사활동 

Can work _______ hours a week if requested by the school.  주 _____ 시간 봉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