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U Tuition Scholarship Application

6789 Peachtree Industrial Blvd., Atlanta, GA 30360
Tel) 770-279-0507 Fax) 770-279-0308
www.gcuniv.edu academic@gcuniv.edu

Tuition Scholarship Application 학비보조 장학금 신청서*
Academic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 I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hoo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gree Progra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Birth: _________ (mm) ________ (dd) _____________________ (yyyy)
Cell Phon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mark what is applicable to you. 해당 장학금에 마크하십시오
_______ 5-8 years enrollment (25% Tuition Scholarship)

Year of Entrance: __________________

_______ 8-10 years enrollment (50% Tuition Scholarship)

Year of Entrance: __________________

_______ 10 or more years enrollment (100% Tuition Scholarship) Year of Entrance: __________________
_______ Family enrollment (50% Tuition Scholarship to the lower degree enrolled)
Name and degree of another family member enrol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ees are not applicable for any scholarships
+++++++++++++++++++++++++++++++++++++++++++++++++++++++++++++++++++++++++++
Office Use Only
Student’s Overall GPA: ________________
Eligibility of the applied scholarship: _______ Yes

_________ No Reas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fficer’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mark/Adjustment:

GCU Tuition Scholarship Application

Tuition Scholarship Policy재학생 학비보조 정관 1
1. 재학생 중 5년이상 8년 미만* 등록시 수업료 25% 장학금 지급
2. 재학생중 8년이상 10년 미만*등록시 수업료 50% 장학금 지급
3. 재학생 중 10년* 또는 그 이상 등록시 수업료 전액 장학금 지급**
4. 재학생 중 한 가정에서 두명 (부부, 부모-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등록시 한사람
수업료 50% 장학금 지급 (낮은 학위 기준)
5. 위 내용은 중복되어 지급하지 않고 한 가지 사항에만 해당함
6. 위 학비보조장학금은 정부학비보조 수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7. 위 학비보조 장학금 수혜자는 여타 학내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8. 위 학비보조 장학금의 자격 요건은 학부과정 GPA 2.5 이상, 대학원 과정은 GPA 3.0
이상 유지해야 함 (예외: 4번 해당하는 신입생 경우)
9. 공과금 (fees)은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10.

위 학비보조 장학금은 등록시 신청서 작성, 교무처에서 확인받아

총무처에서 정산됨

*ESOL 과 OPT 기간은 연수에 계산되지 않으며, 쉬지않고 매해 연속 풀타임
등록하여 수학한 연수만 계산됨.
**각 단과대학 안에서 동일한 전공으로 지속적으로 수학하여 10년에 이른 경우
해당 (예: 경영대 학사-석사 ; 기독교대학 학사-신학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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