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침례신학교 입학원서 
Korean Baptist Seminary Application for Admission 

입학상담 070-8804-8292. 02-832-8192  ❚ koreanbaptistseminary@gmail.com 

❚여전도사 과정 / School of Female Ministers 

 

 

접수번호 
기재하지마세요. 

Do not write. 

                                             

 

 

한글이름 Korean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사진 

photo 

(3.5cm x 4.5cm) 

성 Last Name Middle Initial 이름 First Name 사진 

photo 

(3.5cm x 4.5cm)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or Passport number) 

사진 

photo 

(3.5cm x 4.5cm) 

주소  Address  

(               )  

결혼 Marital Status 

 

 □미혼 Single  □기혼 Married  □이혼 Divorce  □재혼 Digamy 

직업 Job 

집전화 Home Phone 휴대전화 Cell Phone 이메일 E-mail 

비상연락정보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이름 Name 전화번호 Phone 관계 Relationship 

출석교회 Name of Church 교단 Denomination Affiliation 

담임목사 Senior Pastor 전화번호 Phone  

직분 Church Staff Position 봉사 Volunteer 

 

신입 

New 
 

편입 

transfer 
 



 

 한국침례신학교 입학원서 
Korean Baptist Seminary Application for Admission 

입학상담 070-8804-8292. 02-832-8192  ❚ koreanbaptistseminary@gmail.com 

 

 

장애 Disorder 도움요청사항 Request for Help 

학력 Post-Secondary Educational History (고등학교 이후 모든 학력 기재) 

학교 School 취득학위 Degree Earned 재학기간 Dates of Attendance 

   

   

   

   

이 지원서를 통해 만약 합격을 하게 된다면, 학교의 규칙을 지킬 것과, 크리스천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영

적, 학문적 유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원서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음에 동의합

니다. 

It is understood in making this application that I agree, if accepted, to abide by the rules of the seminary and 

to seek to add to the spiritual and academic fellowship through exemplary personal conduct and Christian 

attitude. I also understand that any falsified statements in this application and supporting documents could 

result in the suspension of my student status. 

 

                    서명 Signed                                                 

본인은 한국침례신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I would like to apply to the Korean Baptist Seminary. 

 

20        년           월          일 

 

지원자 Applicant                               (서명 Signed) 

 

 한국침례신학교 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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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품 평가서  / Character Reference 
 

 

A. 지원학생이 기입해 주십시오. Section A to be completed by the applicant . 

A란을 기입한 후 서류와 동봉된 회신 봉투를 추천인에게 보내십시오.  

Complete section A. Send from and enclosed envelopes to the recommender. 

한글이름 Korean Name  날짜 Date 

성 Last Name Middle Initial 이름 First Name 

본인은 추천자로부터 인품 평가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I agree to receive Character Reference from the recommender and I will not appeal. 

 

                서명 Signed                                                

B. 추천인이 기입해 주십시오.  Section B to be completed by the recommender 

위 사람은 한국침례신학교에 입학지원을 했습니다. 학생 인격에 대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이 지원자의 입학과   향

후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e person named above has applied for admission to Korean Baptist Seminary. Your candid assessment will 

be helpful in judging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for admission and in planning the individual’s educational 

program.  

1. 지원자와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고, 몇 년 동안 알았습니까?  

   In what capacity and how long have you know the applicant? 

                                                                                                                                                                                                                                                                                                             

2. 신학 교육을 통해서 지원자의 어떤 부분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What areas of growth do you see for this person in theolog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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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품 평가서  / Character Reference 
 

 

C. 각 항목들 중 한 곳에만 체크해 주십시오. Please check only one box for each of the following traits. 

항목 

Category 

탁월하다 

Excellent 

우수하다 

Good 

보통이다 

Average 

부족하다 

Deficient 

전체적인 인격 / General Personality     

리더쉽 / Leadership     

영적생활 / Spiritual Life     

판단력 / Judgment     

지성 / Intelligence     

끈기 / Persistence     

발표력 / Ability as a Speaker     

협동심 / Spirit of Team Work      

봉사정신 / Public Spirit     

관계성 / Relationship     

D. 지원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주십시오. Please indicate your overall recommendation of the applicant. 

1. 교회 봉사자로서 For Church service  

   □훌륭함(Excellent)     □좋음(Good)     □미약함(Marginal)     □비추천(Not Recommended)     

2. 학생에 대한 좋은 내용이 더 있으시면 첨부하셔도 됩니다.  

   To indicate other helpful information, attach sheets as needed. 

 

                                                                                                                                                                                                                                                                                                             

❚각 항목을 빠짐없이 꼭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make sure to mark each category thoroughly. 

❚이 추천서는 지원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This letter of recommendation is not open to the applicant. 

❚이 추천서는 담임목사님이 직접 작성하여 일반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his letter should be produced by the Reverend myself, sealed, and submitted in a regular envelope. 

날짜 Date 교회 Name of Church 

담임목사 Senior Pastor 서명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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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추천서  / Student Endorsement from Church 
 

 
 

❚지원자 이름 Applicant’s Name :  

위 사람은 한국침례신학교에 입학지원을 했습니다. 입학을 위해서는 귀 교회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인증은 

귀 교회가 위 학생의 소명을 확인하여 신학교 과정을 추천하는 의미입니다. 

 

The person named above is applying for admission to Korean Baptist Seminary. The endorsement of your 

church is required for admission. Your endorsement affirms that you validate this student’s call to a 

seminary education and will support them throughout their time in seminary. 

❚교회 Name of Church :  

저희,                                    교인들은                            가(이) 한국침례신학교의 

여전도사 과정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We, the members of (   Name of Church   ) endorse the decision of (  Applicant ’s Name  ) to attend 

Korean Baptist Seminary in the Pastoral Academy program. 

날짜 Date               20         년         월         일 

담임목사 Senior Pastor                                    (서명 Signed) 

교회 Name of Church                                    (교회 직인 Church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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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Letter of Self-introduction 
 

 
 

❚다음 사항에 맞는 자기소개서 Essay addressing following topics 

a. 가족관계에서 시작하여, 처음 영적으로 거듭난 때, 그리고 당신의 영적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 쓰세요.. 

   Beginning with family of origin, describe your earliest spiritual awareness and some significant                   

moments in your own spiritual growth and development  

b. 기억에 남을 정도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쓰시고, 그것들이 당신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쓰세요. 

   Describe a significant and stressful life experience and how it has shaped your life  

c. 당신의 목회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쓰세요. 

   Describe your understanding of Christian Ministry and your personal call  

d. 당신이 이 과정을 공부하려는 이유를 쓰세요. 

   Describe your reasons for studying Academy program.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관리부서 : 교무학생처  

1.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교회정보(교회이름, 담임목사이름, 전화번호),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졸업

(예정)연도, 학점), 전과 정보 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학원 입학 전형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 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

집하고 있습니다.(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원서를 접수할 수 없

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관리부서 : 교무학생처  

1.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 학번, 학과, 학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락처, 장애, 

병역, 성적사항, 학적사항, 계좌번호(장학금 입금), 주소, 교회정보, 이메일주소, 출신학교 

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학생들의 학적, 성적, 등록, 장학, 실천, 도서대출 등과 관련한 교내 업무 진행과 유관정

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관리 : 한국침례신학교 학사정보시스템 

 - 보유 및 이용기간 : 기타 개인정보는 재적 기간 동안 보유, 성적자료는 영구보관 

 - 보유근거 : 한국침례신학교 학적부관리 규정, 성적처리에 관한 규정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