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 30 명의 대학 신입생, 2 학년, 3 학년, 4 학년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수혜자는 갱신 자격이 있지만, 

매년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장로교 선교국의 사역은 빈곤을 해소하고 백인 우월주의 체제의 영향을 줄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소수 인종 학생이나 가족 중 가장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을 위한 추가 보조금도 지급됩니다.  

 
 
 
 
 
 
 
 
 
 
 
 

 
 
 
 
 
 
 
 
 
 
 
 
 
 
 
 
 
 
 
 
  

자격 

다음에 해당되는 미국장로교 회원: 

• 미국의 공인 대학에 풀 타임 

등록. 

• 첫 번째 준학사 학위 또는 학사 

과정을 하고 있음. 

•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므로, 이를 

받을 자격을 보여 주어야 함 - 

모든 신청자는  FAFSA 를 

작성해야 함. 

• 만족스러운 학업 성적 
 
장학금 수여 범위 

최소 : $ 250 

최고: $ 4000 
 
마감일  

5 월 15 일: 신청서 중 학생 작성 

항목 마감일 

6 월 1 일 : 제 3 자 작성 항목 

마감일 
 

  

한눈에 보는 과정 
이 단계는 신청자가 완료합니다. 

FAFSA 를 작성합니다. 다닐 예정인 대학에 재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www.pcusa.org/college 를 들어가셔서, '지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가 열립니다. 칼레이도스코프에 온라인 계정이 없으시다면, 

지금 만드십시오. 

 5 월 16 일까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모든 신청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신청이 완료하시기 전에  제 3 자인 추천인(endorsers and 

recommenders)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러한 요소의 마감일은 6 월 1 

일입니다. .  

이 단계는 재정 지원 서비스(Financial Aid for Service) 사무실에서 완료됩니다. 

귀하가 다니고 있는 대학으로 승인 요청서 및 재정 정보 양식을 

발송합니다. 

심사 위원회가 여러분의 신청서를 읽을 것입니다. 

장학금 통지서는 학생과 학교에 7 월 15 일까지 발송됩니다. 

  
 

                                        이 앱을 통해서 본 장학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 본 장학금 신청이 쉽도록 도와줍니다. 

• 칼레이도스코프 앱을 통해서 다른 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help@mykaleidoscope.com 

http://www.pcusa.org/college


신청자가 할 일: 
 

FAFSA 를 작성합니다. 다닐 예정인 대학에 재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참석하는 예배 공동체의 이름과 주소 

• 목회자 또는 당회 서기의 이름과 이메일 

• 이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한 당신의 헌신과 생각이 어떠한지 답해줄 수 있는 교회 지도자, 또는 당신 삶 속의 어떤 이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함께 거주하는 자는 안 됨.  

• 현재까지 어디서, 언제,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대한 정보. 

• 당신의 관심사와 목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 학업 외 활동, 자원 봉사 및 고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 이번 가을 당신이 공부할 대학의 재정 지원 카운슬러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온라인 계정을 만드십시오.  

 www.pcusa.org/college 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작성을 완료하시려는 신청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면 

Kaleidoscope 로 이동합니다. 신청서의 첫 부분에 사용된 이메일 주소가 귀하의 사용자 ID 가 됩니다. 받은 편지함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온라인 계정을 설정하고 신원을 인증하고 신청을 시작하십시오.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help@mykaleidoscop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5 월 15 일까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모든 신청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여기에는 에세이 작성이 포함됩니다. 이 안내서의 다음 페이지에서 에세이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에세이 섹션이 끝나면 우리가 추천인에게 연락하도록 허용해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귀하의 추천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직접 추천 관련 서류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재정 지원 서비스 

센터에서 당신에게 연락해서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 드릴 것입니다.  
 
제 3 자인 추천인과 후속 조치를 취하십시오. 

재정 지원 서비스는 귀하가 제공하는 추천인의 이메일로 정기적으로 마감일을 상기시키지만, 신청서를 완료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추천인은 이메일 수신, 계정 생성 또는 양식 액세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칼레이도스코프 도움말에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help@mykaleidoscope.com  
 

재정 지원 서비스(Financial Aid for Service) 프로그램 
 
재정 정보 양식이 귀하가 다니는 대학으로 발송합니다. 

재정 정보 양식은 신청서의 마지막 요소이며 학생이 다닐 예정인 대학의 재정 지원 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재정 지원 카운슬러에게 이 양식을 보낼 것입니다. 양식이 작성되면, 대학의 재정 지원 사무소에서  저희 사무실로 다시 보낼 

것입니다.  
 
심사 위원회가 여러분의 신청서를 읽을 것입니다. 

심사 위원회는 6 월에 만나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을 선정합니다. 심사 위원회는 학생이 교회, 학교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할 때 

드러난 리더십과 개인적 자질, 그리고 에세이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지를 바탕으로 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장학금 수여 통지는 7 월 15 일까지 발송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최대 $ 4,000 의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pcusa.org/college
mailto:help@mykaleidoscope.com


  

에세이 개요 
장학금 수령자들은 매년 에세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에세이의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로 창조하셨는지 생각함으로써 소명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4 년 동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더 알고자 할 

때, 저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기쁨을 줍니까?  공동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세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보고 경험하는지, 그리고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도전을 받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이 소명을 받은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에세이 지침 

 당신의 에세이는 500-1,000 단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사자들은 질문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심사자들은 

여러분의 글이 학년 수준에 적합하고 교정을 잘 거친 상태이기를 기대합니다. 
 
에세이는 각 나라에서 교육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푸에르토 리코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스페인어로 에세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에세이 
"당신이 누군지 찾으세요. 의식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돌리 파튼  
 
돌리 파튼은이 인용구에서 기독교 

소명에 대한 훌륭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소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의도적으로 찾아 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 그렇다면, 1 학년 때 의도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2 학년 에세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 

 – 돌로레스 우에르타  
• 대통령 자유의 메달 수상자인 돌로레스 

우에르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이 목표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은사, 기술 또는 

재능은 무엇입니까? 

•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목표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은사, 기술 

또는 재능은 무엇입니까? 
 

3 학년 에세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마세요. 무엇이 당신을 온전히 살아있게 

하는지를 찾고 그 일을 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  
 
(하워드 서먼이 길 베일리의 '폭로된 폭력:갈림길에 놓인 인간성 (Violence 

Unveiled: Humanity at the Crossroads, New York : Crossroads)'에서 인용한 구절)  
 
• 당신이 완전히 살아 있다고 느꼈던 최근의 시간을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 하워드 서먼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신의 세대가 직면한 도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떻게 당신을 온전히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까? 
 
 
 
 
 

4 학년 에세이  
당신이 다음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교회와 세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20 년에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는 전국 장로교 대학 장학금, 학생 기회 장학금 및 미국 원주민 교육 기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학부생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통합 프로그램의 목표는 리더십 개발과 소명 분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해 학생들은 세상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및 연장 
재정 지원 서비스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심사 위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전 학년도에 접수되었던 양이 

많았기에, 2023 년에는 마감일 연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편 주소/연락처 정보  
Financial Aid for Service 프로그램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  
 
무료 전화: 800-728-7228, Ext. 5097 

휴대 전화 : 502-780-0088  

이메일 : finaid@pcusa.org 
 
칼레이도스코프 헬프 데스크 

이메일 : help@mykaleidoscope.com 

유학 

장로교 장학금은 해외 유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미국 내 공인 대학에 풀 타임으로 등록하고, 2.5 GPA 를 유지해야 

하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평가의 기밀 

신청서 작성을 시작한 후  사용자 ID/비밀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된 신청서 링크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신청서를 지원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재정 지원 서비스 사무실을 대신하여  칼레이도스코프가 관리합니다. 교회 

회원/목사의 추천 관련 서류, 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업무 서류, 심사 위원회는 기밀이며, 학생 및/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장로교 선교국 장학금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 심사 위원회 위원, 학생이 선택한 대학의 재정 

지원 담당 직원만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연락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대체 연락처를 지원하도록 환경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021 년 봄부터 학생의 문의에만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온라인 신청서는 제 3 자인 서비스 업체에 의해 관리됩니다.  

mailto:finaid@pcus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