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Mission
University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FAX: 714) 525-0089, www.gm.edu E-mail : gmu@gm.edu

REGISTRATION & RECORD SLIP

2015년 여름특강 (Summer) 수강신청서
성명 (한글) : 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학부 (

) 대학원 (

)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 (Ho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l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신감독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 감독자Tel: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감독자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을학기 수강 학점계산에 포함 시키고자 하는 경우 Fall(가을학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날자
Date

과목번호
Crs. No.

June 22-July 16
Mon, Tue, Thu RW433
6/22-7/16 일
RW533
월, 화, 목 저녁
6:00-10:00pm
6/15-16
월, 화 저녁
6:00-10:00pm

과목 이름
Course Title

Research Writing & Word Skills
논문작성 및 워드기술
(논문작성법 대신 필수)

Mission Practicum 선교실습
MT411-3 (선교실습을 신청하고 아직
MT531-3 듣지 않은 학생, 앞으로
선교실습을 할 학생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학점 담당교수
Unit Professor

교재비 및 식사 학점
Fall 가을
통신
Textbook &
신청
Distance 학기에 포함
Service Fee Request

3

김현완
교수

$50 (

)

(

)

(

)

(

)

1-3

허동현

$20 (

)

(

)

(

)

(

)

교재 및 식사비 (Material & Service Fee)

$ 50

수업료 총액 (Total Tuition)

$

신청 학점 (Total Units)
___ X $210.00(대학부), $210.00(대학원), 청강:_$_100__

마감후 등록 벌금 (Late Registration Fee)

$

강의 시작일부터 적용됨 (과목당 $10)

장학금 (Scholarship)

$

납부금총액 (Total in this Semester)

$

* 등록한 이후에 취소할 경우 Drop 비용(과목당 $10)을 지불해야 합니다.
* 취소 환불 금액은 수업시작한 2 일째부터 매일 25%씩 수업료 환불이 줄어듭니다.
위의 등록금 액수를 확인하고 등록합니다. (I understand and agree that I am responsible for full amount shown above)
등록자 서명 (Student’s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 2015 년 ___월 ____일

=====================================================================================================
Office Use Only (Data Input Code: 2015SM-R–
General Affair's Signature

날짜 (Date): 20______년 ___월 ___일

Registrar's Signature

날짜 (Date): 20______년 ___월 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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