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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시는 프로그램에 표시해주세요

입학하기 원하시는 년도와 

학기를 표시하세요

미국에서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면

Main Campus(Pasadena, CA)에 표시를,

연장교육장소에서 공부하신 뒤 나머지 50%의 과목을 미국에서 마치기를 

원하시면 Main Campus와 Other에 표시한뒤, 교육장소와 ‘SIS 

Korean Program Extension’을 기입하세요

※선교대학원은 서울에서 연장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1-9 Page까지의 작성방법에 대해 먼저 숙지하시고 작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을 먼저 기록하신 후,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불려지기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세요. 
위에 기재된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풀러신학교에 

지원하신 적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어주세요

성별 : 여자, 남자
미국 사회보장번호 기입(없으면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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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소

한국의 경우 : 번지, 동, 구, 시, 나라
우편물 수령지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지금 사용하시는 전화 번호 현재 전화 번호와 다른 전화가 있는 경우

가장 선호하는 연락 방법에 표시하세요

출생 월, 일, 년도

출생 도시 출생 국가출생 도시

미국시민이 아니라면, 

어느 나라 시민인지 적어주세요

영주권자이면 Yes, 아니면 No

영주권자이시면그린카드(영주권) 사본을 입학원서 제출시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영주권, 시민권없이 체류 중인 경우, 어떤 비자로 체류하는지 표시해주세요

No를 표시하신 분은 홈페이지의 입학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기록해주세요

풀러에서 공부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체류할 것인지 표시해주세요

한국인은 Asian/Pacific Islander에 표시해주세요

미국시민이면 Yes, 아니면 No

지난 5년 동안 일하신 경력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학교 F-1 

비자로 계신 

학생은 I-20와 

비자 사본을 

첨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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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표시하시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속된 교단명

사역 중인 교회 혹은 단체명

해당 사항 없음

사용하는 모국어는 무엇인가요?

한국어가 모국어이시면 No에 체크해주세요

직함

풀타임 사역 년수

안수 받은 교단과 년도를 적어주세요

졸업하신 대학교, 대학원의 이름, 주소, 출석 기간, 학위명



                           

대학 졸업 평점이 4.0만점에 3.0이상이 됩니까?

풀러신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나요?

풀러신학교에서 수강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수강 년도는?

있다면, 프로그램명과 합격 여부를 표시해주세요

타 신학교나 대학원 지원에서 불합격된 경우, 공부 중 학사경고나 퇴학을 받은 적이 있다면 표시하시고 사유서를 제출해주세요

추천서 3장이 필요합니다. 추천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영문으로 기록하십시오.

추천서 양식 26-27, 28-29, 30-31 페이지의 양식을 추천자에게 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풀러의 동문이라면 표시해주세요

풀러 입학 지원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주신 분들이 계시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풀러의 동문이시면 표시하세요

신앙간증서와 추가질문서, 그리고 사역경력 보고서는 홈페이지 입학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반드시 하시고 날짜를 기록하세요

지원자의 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풀러신학교 입학 지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하실 경우, 신용카드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VISA와 MASTER 카드만 허용됩니다. 

미국 외의 나라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카드 회사에 해외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앞면에 기재된 영문 이름을 적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