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학교 후원자 연결 장학금  

(Sponsor Matching Scholarship - Designated Scholarship) 

학생의 추천에 응해 주셔서 그레이스미션대학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하여 학생이 학기 과목을 

등록할 때에 학자금보조 부서에 제출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여부와 금액은 학교의 

장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Thank you for agreeing to be the sponsor to our student and provide us with prayer support and a financial supporter. 

We pray that the rich blessings of our Lord be with you. Please review the below and provide the assistance to the student 

so that the student may submit to Financial Aid Department during the registration time. The GMU’s Scholarship 

Committee will make the final decision on the scholarship awards and/or the amount.  

 

후원자 (Sponsor Information) 

후원자 (교회/기관) 이름 (Sponsor’s Name (Church/Organization)):       

전화 (Telephone No.): _____________ 주소 (Address):         

후원 형태 (Sponsorship Method):  

매달 (Monthly) $__________ 매년 (Yearly): $__________ 일시적 (부정기적)/ One time $    

후원을 시작한 날자 (Sponsor start date): 년 (Year) 월 (Month) 일 (Day)  

현재까지 학교에 후원한 금액 (Total amount of sponsorship to school to date): $     

본인은 그레이스미션대학의 후원자이며, 본인을 후원자가 되도록 추천하고 기도한 아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학교에 일임한다.  

I am a GMU sponsor and I would like to provide the scholarship to the below student who has recommended me and 

had been praying for me to be his/her sponsor. However, I release all of my scholarship decision rights to GMU. 

후원자 서명 (Sponsor’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 (Date):    

 

학생 (Student’s Information) 

학생이름 (Student Name):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Name in English)      

학위과정 (Degree): __________ 현재등록학점 (Total No. of Unit Registered for Semester)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본인은 후원자연결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I declare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apply for the Sponsor Matching Scholarship. 

신청자 서명 (Applica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 (Date):     

이 부분은 장학위원회에서 기록하는 부분이다. (For GMU Scholarship Committee Use Only) 

승인자 서명 (Authorizing Signature):  날자 (Date):  

장학금 금액 (Amount of Scholarship): $ 참고메모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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