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노어 글렌 장학금
저희는 장기간병인과 여성의 권리의 선구자였던 엘리노어 글렌을 기리는 의미로 장학금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SEIU ULTCW 의 후한 자금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SEIU 2015 조합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그 분을 기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SEIU 조직자로 일을 시작한 첫 번째 여성인 엘리노어
글렌은 공공기관이 단체 교섭권을 갖기 훨씬 전부터 조합을 조직한 선구자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EIU Local 434 조합을 세웠고 700 명에서 7000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카운티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상급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노동파업을 이끌었습니다.
이 조합이 오필리아 맥패든이 이끄던 SEIU Local 434B 를 품어주고 돌보아주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1968 년에 엘리노어 글렌은 오필리아 맥패든을 스태프 대표로 뽑았으며 리더십을
격려해주었습니다. 근대 간병인 운동을 드높여준 오필리아 맥패든의 역할은 엘리노어 글렌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일로 남을 것입니다. SEIU Local 434B 는 훗날 ULTCW 가 되었고, 지금의 SEIU 2015 가
되었습니다.

자격요건
엘리노어 글렌 장학금은 장기간병인과 직계 가족에게 아래 규정된 바와 같이 열려있습니다.
1. 자격요건에 맞는 간병인은 2017년 5월 31일 날짜로부터 SEIU Local 2015노조가 대표하는
49개 카운티에서 최소한 일년 지속적으로 장기간병인으로 일을 했어야 합니다.
2. 간병인, 자녀, 의붓자녀, 혹은 후견인으로 둔 자녀, 손자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3. 신청인은 장학금을 신청한 해의 가을학기부터 4년제 대학교, 대학원, 공인 커뮤니티 칼리지,
트레이드 텍 기술학교, 온라인 칼리지를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4. 한 사람이 한 번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학금 수혜는 일년에 한 가구로 제한됩니다.
6. 장학금은 신청인의 성별, 인종, 국적, 성적 성향, 나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참여할 자격이 되는 카운티에서 동료 장기간병인 그룹이 매년 정하게 됩니다.
CLTCEC 이사회는 고용주나 CLTCEC 의 계열사가 추천하거나 스스로 자원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천거된 후보자 중에서, CLTCEC 이사회는 현행 CLTCEC 윤리 운영 지침서에 따라서 장학금
신청자의 심사위원 5 명을 정합니다. 심사위원은 장학금 신청을 심사하게 되고 지침서에 따라
채점합니다.

지침서
신청서에 나온 세가지 섹션을 평가하고 채점합니다.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50 점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아래 나온 질문에 응답하는 신청인의 실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소개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함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신청인이 최저요건을 충족하는 정도를 고려하면서 성적표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신청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신청자가 등록한 학교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학비에는 책,
준비물, 학비, 옷, 교통비, 그 외 학교 등록기간 동안 필요한 다른 물건을 포함합니다.
장학금은 몇 명에게 줍니까: 일 년에 20 명
얼마나 자주 줍니까: 일년에 한 번
장학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승한 신청자에게 $1,000 달러 체크가 우편으로 가게 됩니다.
신청자는 장학금에 신청한 사람이며 장기간병인이나 직계 가족이며, 자녀, 의붓자녀, 후견인으로
둔 자녀, 손자가 됩니다.
자격이 되는 간병인은 장기간병인 입니다.
간병인의 고용주는 IHSS 제공인이 간호하는 사람의 이름이거나 양로병원 시설/ 에이전시 이름
혹은 개인에이전시입니다.
신청인의 자기소개서에 아래 내용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

신청인의 사회 정의, 노동, 정치 활동

•

신청인이 사회변화를 위하여 일하는 목표

•

자기소개서는 문법, 구두점, 철자가 맞아야 합니다.

목록: 단체 이름, 책무, 활동 기간, 봉사자나 활동가로 일한 시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리하여 적어주십시오.
비공식 성적 증명서도 됩니다. 올해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신청인은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졸 이상 교육을 최소한 일년을 수료했다면, 칼리지, 대학교, 기술/직업 학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성적 증명서에 최소한 3.0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나와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안으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충분한 신청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마감일은 2017 년 5 월 31 일 수요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