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ERN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Course Registration Procedure 학과목 등록 절차 

 

I. Check the Schedule of Classes each semester and fill out the Course Registration Form. Sub-

mit the form to the Registrar/Dean of Student Affairs.   

학과목 일정표 정검 후 학과목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I. Check the tuition and fees for the semester and pay with check, not cash.     

학비와 등록비 등을 계산하여 수표로 지불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II. If scholarship is needed, fill out and sign the Scholarship Policy Form and Scholarship Re-

quest Form and submit them to the Registrar/Dean of Student Affairs.    

장학금 필요시 장학제도서에 서명하고 장학금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V. To add or drop a course(s), fill out a Add/Drop Course Form and submit it to the Registrar/

Dean of Student Affairs. If refund is due, a check will be issued within 5 weeks or credit will be 

given for future use. 

과목 추가등록 혹은 철회는 반드시 추가/철회 양식을 작성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

불을 5주 안에 수표로 발송합니다. 

 

 

 

 

 

www.srse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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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ition (per Credit Hour) 

Certificate             $100 

Undergraduate (AA/BA)        $100 

Master Level (MA/MDiv)      $125 



Southern Reformed Seminary 
Course Registration Form 

수강 신청서 

Student Signature 학생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날짜 ____________________ 

www.srsem.org 

 

Semester Enrolled 학기 Year 년도:  __________    □ Spring 봄    □ Summer여름    □ Fall가을    □ Winter겨울   

Name 성명 English 영어                                                                    Korean 한글                                                               

Address  주소  

Phone 전화번호 Home Phone 집전화                                Cell 핸드폰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  

Degree Program 전공학과 □ Cert     □ AA      □ BA     □ MA     □ MDiv      □ DMin      □ 특수   □ 청강             

Course Number/Name 

 학과목 번호/이름 

 

 

 

 

 

 

 

Tuition 수업료 $                             /Course X Number of Courses  과목수 (               ) = Total 

Fees □ App Fee: $50    □ Reg Fee: $50    □ ____Online ($50/과목): _____= Total       

Scholarship 장학금 To be determined by scholarship committee 장학위원회 결정 액수 $  

Amount Due 납부액  $ 

Amount Paid 지불 액수 $ 

Balance to be Paid 잔액 $ 

  1. 

  2. 

  3. 

  4. 

  5. 

  □ 할부지불신청 *할부지불신청시에도 학비 반을 지불하여야함. 

Check or Money Order Only.  Payable to Southern Reformed Seminary. 반드시 수표로 지불하시고 영수증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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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회색 부분은 사무관이  작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