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nt to Graduate Form 졸업 의도 양식
In order to formalize your participation in the upcoming graduation ceremony,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 form. The
form informs the seminary of your intent to complete all degree requirements by the deadline in order to participate in
Commencement.
졸업식 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하여 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은 졸업식 참여를 위한 모든 학위의 요구 사항을 완료 할 의향을
신학교에 알려줍니다.

Your Intent to Graduate should be submitted to the Registrar’s office. If approved, the business office will be notified
for your intent. During the spring semester, you will be informed of graduation news and senior meetings.
이 서류를 등록 기관의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승인이 허락되는 경우, 비지니스 사무실에게 귀하의 의도에 대하여 알려집니다. 봄학기
동안, 졸업 뉴스와 수석회의 알려드립니다.

Name (Last Name, First Name, Middle Initial)이름 (성, 이름)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 번호
Mailing Address (Street, City, State, Zip Code) 우편주소 (길번호, 길 이름, 시, 주, 우편 번호제)
Phone Number 전화번호

Email Address (non‐CBTS email address) 개인 이메일 (CBTS 아닌)

Degree Program 학위 프로그램

When do you intend to graduate? (list the year) 졸업 년과 날짜

Please Write Your Name Exactly As You Wish It to Appear On The Diploma Paper 졸업장에 기입 해지는 이름:

Statement of Understanding 이해의 문이
I understand that submitting my Intent to Graduate form does not mean automatic approval.
나는 이 서류로 내 의도를 제출하여도 자동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If approved for graduation, I understand that the seminary will:
졸업 승인이 되면, CBTS 에서 이 다음을 행진을 할 것이라고 이해 합니다:
1)

Charge the graduation fee as noted in the current academic catalog
현재 학업 카탈로그애 명시된 바와 같이 요금이 위탁 될 것이다.

2) Require completion of all degree requirements or receive special faculty approval in order to participate in Commencement
졸업식을 참석하기 위하여 모든 학위 요건의 완성를 요구하거나 교수진의 특별한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다.

3) Request participation in all graduation activities, including Senior Photos and Bios, Senior Meetings, Senior Gift(s), Senior
Chapel, Graduate Luncheon with Faculty & Staff, Graduation Rehearsal, Alumni/ae Banquet, and Commencement
다음을 포함한 모든 졸업 활동에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고위 사진과 약력, 고위 회의, 고위 선물(들), 고위 채플, 교직원과 졸업 오찬, 졸업 예행 연습,
동창 연회, 졸업식.

Signature (서명)

Date (오늘 날짜)

*After you are approved to participate in graduation, you will receive notices and information in you CBTS email
account from many different offices about graduation activities. Be checking so you do not miss anything important!
*졸업에 참여 승인 이 되신 후, 졸업 활동에 대한 여러 사무실에서 CBTS 이메일로 주의 사항 및 정보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메일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