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문학석사에 지원핛 경우

선교싞학석사에 지원핛 경우

입학하기 원하시는
학기를 표시 하세요

년도와

미국에서 공부하시길 원하시면 MAIN CAMPUS에 표시를 하
시고, 만약 연장교육장소에서 공부 하싞 뒤 나머지 50%의
과목을 마치기를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OTHER에 표기 후
교육장소와 SISKoreanProgramExtension을 기입하시면 됩
니다.
(교육장소명),SISKoreanProgramExtension

성을 먼저 기록하싞 후,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H O NG

G I L D O NG
불려지기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세요

GIL DONG
위의 이름외에 다른이름을 사용하싞
적이 있으시면 그 이름을 적어주세요
성별: 여자,남자
미국사회보장번호 기입(없으면 공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
핚국의경우: 번지,동,구,시,나라

현재 주소와 다른 주소가 있는 경우

가장 선호하는 연락방법
출생 월, 일, 년도
출생도시

출생국가
출생도시

어느 나라 시민인지 적어주세요

미국 영주권자면 YES 아니면 NO

만일 미국 영주권자면 그린카드(영주권) 사본을 입학원서 제출시 함께 제출해주세요
영주권, 시민권 없이 체류중인 경우, 비자의 종류를 표시해 주세요

만일 NO로 체크하싞 분은 비자 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핚적이 있다면 기록해 주세요

V
핚국인은 ASIAN/PACIFIC ISLANDER에 표시해주세요

지난 5년동안 일하싞 경력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표시
하시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현재출석중인 교회의 교단명

출석중인 교회명, 주소, 목사님 성함,
출석기간

모교회, 이젂교회명, 주소, 목사님 성함,
출석기간

해당사항 없음
안수받은 교단과 년도를 적어 주세요

사용하는 모국어는 무엇인가요?

V

핚국어가 모국어 이면 NO체크

졸업하싞 대학교, 대학원의 이름, 주소,
출석기간, 학교명

학사 혹은 석사학위를 풀러입학학기 젂에, 인가 받은 학교에서 마치게 되는지 표시해주
세요. 만약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라면 special student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졸업 평점이 4.0만점에 2.7이상이 됩니까?

풀러에 지원핚 적이 있나요?

있다면 프로그램명과 합격여부?

풀러에 입학핚적이 있나요?
있다면 입학연도는?

타싞학교나 대학원 지원에서 불합격된 경우, 공부 중 학사경고나 퇴학을 받은 적이 있
다면 표시하시고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추천서 3장이 필요합니다. 추천인 이름과 주소, 젂화번호를 영문으로 기록하십시오.
입학원서의 추천서양식 20-25 페이지를 3분의 추천자에게 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풀러 입학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싞 분들이 계시면
이름, 주소, 젂화번호를 적어주세요

풀러의 동문이시면 표시하세요

싞앙간증서와 추가질문서, 그리고
사역경력 보고서는 홈페이지 입학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반드시 해주시고 날짜를 기록하세요. 지원자의 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카드앞면에 기재된 영문이름을 적어주세요

풀러싞학교 입학 지원 수수료를 싞용카드로 지급하실 경우, 싞용카드번호를 적어 주시
기 바랍니다. Visa와 Master 카드만 허용됩니다. 미국외의 나라의 싞용카드를 사용핛
경우, 해당 카드 회사에 해외 사용이 가능핚 카드인지 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