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plication for Status-Based Scholarship (Internal) 

(교내)자격장학금신청서 
 

Name  

이름 
 

Student ID 

학번 
 

Lan./Program  

언어/과정 
 

Bank 

입금은행 
 

Account 

Number 

계좌번호 

 
Account Holder  

예금주 
 

Mobile Phone  

휴대전화번호 
 

Birthday 

생년월일 
MM - DD - YYYY 

1. Other Scholarship Received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 
Have you received any scholarship/sponsorship from TTGU or other sponsor since you became a student of TTGU? Please 

list sources and amounts.  

본교에 입학한 이후 교내 혹은 교외에서 장학금 또는 다른 후원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No. 
Year 

년도 

Semester 

학기 

Name of Supporters 

후원자(후원기관)명 
Amount / 금액 No. 

Year 

년도 

Semester 

학기 

Name of Supporters 

후원자(후원기관)명 
Amount / 금액 

1    
 

3     

2    
 

4     
 

2. Check a box in front of the scholarship you are applying for (You can select only one of the following).  

신청하는 장학금 앞 상자에 체크하시오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My status at TTGU  

해당자격 

Required Document(s) 

첨부서류 

 Currently my parent/spouse is a full-time minister or missionary (missionary work here 

is limited to ministry for a cross-cultural congregation) 

부모(미혼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현재 목회자 또는 타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로 재직 중입니다(파트타임, 반전임인 경우나 은퇴한 경우는 해당없음) 

(His/Her) Name(가족이름) _______________ / Relations(가족관계): ________________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가족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해당 목회자 또는 

선교사의 재직증명서 

 Within the past ten years, I have worked as a cross-cultural missionary for four years or 

more (excluding administrative work). 

현재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만 4년 이상 타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 

선교사로 재직했습니다(행정, 사무 등 간접지원 업무는 해당 없음) 

- Certificate of Employment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증명서) 

 One of my family (parents, children, siblings) is currently enrolled in TTGU (their  

name and progra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I have begun my study 

here later than them.  

현재 가족(부부, 자녀, 형제, 자매)이 본교에 재학 중이며, 본인이 더 늦게 

입학했습니다; (His/Her) Name 함께 재학 중인 가족의 이름 ________________ / 

Program(과정) _________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가족관계증명서 

 My spouse, parent or I am a member of TTGU staff. 

본인이 본교 교직원입니다 / 본인의 배우자/부모가 본교 교직원입니다 

: (His/Her) Name(가족이름) _______________ / Relations(가족관계): _______________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가족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해당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As an advisor, I recognize the student meets the qualification  

well enough to be recommended for the above scholarship. 

 

Advisor’s Name 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 

I apply for the above scholarship for I consider myself to be qualified. 

나는 자격요건에 적합하므로 위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month     day       y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