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이야기로꿈을 이어갑니다.

2017
2017 뱅크카드서비스
제 14 기 장학생모집

인 사 말

장학생 선정 기준

뱅크카드서비스는 2017년 가을 학기에 4년제 혹은
2년제 대학의 신입생이 되는 고객님의 우수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고객님 자녀의 힘을
북돋아 훗날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를 양성 하는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수상자는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갖춘 이가 될 것입니다.

선발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해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가정의
경제적 보조 필요성 여부

장 학 금 액

2017년 뱅크카드서비스의 총 장학금액은 $20,000로
일인당 $1,000씩 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선발된 장학생 인원이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장학생 본인이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 장학금은 자동적으로 다른 학생에게
수여될 수 있습니다.

신 청 요 건

•
•

•

•

2017년 가을 학기 신입생
현재 뱅크카드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자녀 혹은 부양가족
12학년 1학기까지의 CUMULATIVE GPA가 2.5 또는
그 이상 (4.0 기준)
경제적 보조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
* 현재 혹은 과거 뱅크카드서비스 임직원의 직계
가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5%

12학년 1학기까지의 CUMULATIVE GPA
(4.0 만점 기준)

25%

신청자의 학교 활동의 다양성에 관한 자기
소개서

25%

추천서

10%

뱅크 카드 서비스 고객으로서의 과거 서비스
사용 실적

5%

일 정 안 내

•

•
•

신청서 마감일: 2017년 5월 19일
(5월19일 우체국 소인 유효)
수상자 발표: 2017년 6월 7일
장학금 수여식: 2017년 6월 14일
* 선발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전체 수상자
명단은 2017년 6월 7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 련 문 의

뱅크카드서비스 마케팅팀
전화:(888) 339-0100 / 213-365-1122
팩스:(213) 427-3474
홈페이지: www.NAVYZEBRA.com
이메일: mkt@ebankcardservice.com

Scholarship Application Form
To recognize and reward students who have proved their excellent academic ability under
relatively inferior financial circumstances, BankCard Services is awarding 20 $1,000
scholarships to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enrolling as a full-time freshman class status in
Fall 2017. The application must be received by May 19, 2017, and the final recipients will be
announced on June 7, 2017.

CRITERIA – STUDENTS WHO MAY APPLY FOR THIS SCHOLARSHIP MUST:
Be in college freshman class status as of Fall 2017 term.
Have a parent / legal guardian who have an active or new account with BankCard Services.
Have and maintain a cumulative GPA of 2.5 or above (on a 4.0 scale).
Show a verification of Tax Return of the applicant’s legal guardian / parent(s).
Please note that past and present administrators, officers, and employees of BankCard Service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not eligible for this scholarship program.

APPLICANT INFORMATION
Name

Last:

Mailing
Address

Street:
City:
Phone:
Optional Phone:

First:

Middle Initial:
Apt #:
Zip Code:

State:

Email Address:
Birth Date

Month

Check your status

Day
U.S. Citizen □

Year

Social Security No.

Legal Resident □ Others (Please specify)

SCHOOL INFORMATION
Proposed College Name

Major

Will you be enrolled as a full-time student?

Yes □

No □

Proposed Future Occupation
PARENT INFORMATION
Name
Last:
Business Name
Business
Address

Legal Entity:

Street:
City:
Phone:
Optional Phone:

BankCard Services Merchant ID #:

First:

Middle Initial:
DBA:

State:

Unit #:
Zip Code:

Yrs in Business:

The following materials must be attached to your completed
Scholarship Application Form:
A. Transcript of Grades
Please attach your transcripts of grades that show your cumulative GPA up to the first
Semester of your Senior Year (12th Grade). It must include grades for all classes
completed.
(A cumulative GPA of 2.5, on a 4.0 scale, or above is required.)
B. Financial Information
Attach a copy of your parent or legal guardian’s tax return from year 2016.
C. Personal Statement
Attach your personal statement emphasizing community activity performed and honors
/ awards received during school years.

D. Reference Letter
Attach a reference letter from a person who knows you well, but is not a family member,
explaining why you deserve this scholarship in a letter, approximately 1 page long.
E. Admission Letter
Attach a copy of Admission Letter from your proposed college.
F. Please read the following agreement, and sign and date it
The information that I have provided is complete and accura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Falsification of information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any scholarship granted.

Applicant Signature

Date

Students meeting the above criteria should submit all materials to BankCard Services no later
than May 19, 2017.(Applications must be postmarked by May 19, 2017.)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application, please contact Marketing Team at BankCard
Services.
BankCard Services
21281 S. Western Avenue
Torrance, CA 90501
Tel: 888-339-0100 / 213-365-1122
Fax: 213-427-3474
Email: mkt@ebankcardservi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