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xter 글로벌 장학금 프로그램 

Baxter International Foundation은 대학 또는 직업 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업을 계속할 

계획인, 적격한 Baxter 직원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경쟁 및 성적 기반 장학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장학금 금액은 미화 3,000달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재단, 협회, 개인을 위한 장학금 및 기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미국 내 

최대 설계 및 관리 기관인 Scholarship America®에서 시행합니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은 후원자의 단독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적격한 신청서는 Scholarship America 평가 

팀의 검토를 거칩니다. 장학금은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성적 취향, 성별, 장애, 재정적 

필요 또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수여됩니다. 

자격 
Baxter 글로벌 장학금 프로그램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Baxter의 판단에 따라 Baxter International Inc.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Legacy Hill-
Rom 직원 포함)이 부양*하는 미혼의 친자녀 또는 법적 입양 자녀, 법적 피후견인, 
또는 적격한 의붓자녀여야 합니다. 직원은 미국 또는 Baxter의 해외 자회사 중 한 
곳에 고용되어 있거나, 해외 Baxter 자회사 시설에 배치된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직원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Baxter의 판단에 따라 최소 2년의 풀타임 또는 
정규 시간제 근무를 마쳐야 합니다. 퇴직 직원의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 자녀는 직원의 친자녀, 법적 입양 자녀 또는 법적 피후견인, 또는 배우자가 법적 양육권이 있거나 기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직원의 의붓자녀, 또는 법적 양육권이 있거나 기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동거인의 
자녀로 정의됩니다. 
 

• 장학금을 제공받는 학년도에 고등학교 시니어 레벨/고등 교육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고등학교/고등 교육 졸업생, 또는 인가된 단과대학, 종합대학 또는 직업 
기술/폴리테크닉 교육 기관에 풀타임으로* 학부 과정에 등록하거나 등록할 예정인 
학부생이어야 합니다. 
*풀타임 학업은 다가오는 학년도 전체에 대한 풀타임 등록으로 정의됩니다. 
 

• 신청 시점에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학생은 만 28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사장 이상 직급의 자녀와 퇴직 직원의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학금 
수령인으로 선정된 학생은 미화 3,000달러를 장학금으로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쟁이 
치열하며, 적격한 신청자 중 상위 25%만 장학금 수령인으로 선정됩니다. 적격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북미/남미(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 및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별로 
접수된 신청서 수에 비례하여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장학금은 최대 3년 또는 학사 학위(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갱신은 자격 요건 충족, 풀타임 학업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학업 성적, Baxter International Foundation의 프로그램 지속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수령인은 미화 3,000달러의 일회성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령인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해마다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부 과정을 위한 것이며, 적격한 교육 관련 비용(수업료, 요금, 도서 및 필수 
용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령인 선정 
장학금 수령인은 다음 기준을 기반으로 선정됩니다. 

• 학업 성적 
• 입증된 리더십과 학교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 우등생 
• 교육 및 경력 목표 진술 
• 통상적이지 않은 개인 또는 가족 상황 

 
재정적 필요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수령인은 Scholarship America에서 선정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Baxter International 
Foundation 또는 Baxter International Inc.의 임원 또는 직원은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신청자가 수령인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청자는 
선정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데 동의합니다. 

통보 
모든 신청자는 6월에 이메일을 통해 통보받습니다. 수령인은 장학금 수령을 수락하고, 
등록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학금 지급 
Scholarship America가 Baxter International Foundation을 대신하여 장학금 지급 과정을 
처리합니다. 지급은 일시불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캐나다 및 푸에르토리코 장학금 수령인의 경우 Scholarship America는 해당 학교를 
수취인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미국 이외 국가의 모든 장학금 수령인은 등록 증명서와 
송금 양식을 제출한 후 장학금을 송금받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의 일부로서, 다음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현재 시점의 전체 성적표(transcript). 성적증명서(grade report)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적표에는 학생 이름, 학교 이름, 그리고 각 과정 및 해당 과정을 수강한 
학기에 대한 성적 및 학점 시간(credit hour)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참고: SAT 또는 ACT 시험 점수를 제공할 때, 해당 점수가 고등학교 성적표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험 점수의 공식 사본을 별도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대학 
성적표를 업로드하는 경우 해당 점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미국 이외 국가의 학생: 교육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미국 및 캐나다 이외 국가의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모든 비영어 서류에 대한 영어 번역 
• 지난 4년간의 다음 교육 서류에 대한 알아볼 수 있는 복사본: 

• 학업 성적(성적표) 
• 중등 및 고등 교육 과정 자격 증명/수료증/인증서 
• 학업 시험 결과 

 
모든 필수 서류가 프로그램 마감일에 전자적으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완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마감일 
신청서는 2023년 3월 16일, 오후 3시(중부 표준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