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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입학원서 

Application for Admission 

 

Koren M.Div. 

Korean MTS 

MACO Korean Licensure 

Non-Degree Seeking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대학원 
Midwestern Baptist College/Theological Seminary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4697 

 

 

          

 
  

학교전화: (미국) 816.414.3754,   팩스: 816.414.3740 

이메일: ks@mbts.edu, 홈페이지: www.mbts.edu 

mailto:ks@mbts.edu
http://www.mbt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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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과정 소개 
 

목회학석사과정(M.Div.)과 신학석사과정(MTS) 및 가족상담학석사과정(MACO Korean Licensure) 

과정 모두는 남침례교단 소속 석사학위 프로그램입니다.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에서 

제공하는100% 까지 온라인과정입니다. 본 학위과정들은 HLC와 ATS가 인증하는 학위 

과정들입니다. 수업료는 세 과정 모두 1 학점당 $300입니다(한 과목 당 $900). 단, 캠퍼스 인텐시브 

과목의 경우 학점 당 $225(SBC), $295(Non-SBC), $395(all others)입니다.  

목회학 석사 (M.Div.) 
표준 과정(M.Div. Standard)/성서언어학 전공과정(M.Div. Biblical Languages) 

상담학 전공과정(M.Div. Counseling)/기독교교육 전공과정(M.Div. Christian Education)/선교학 

전공과정(M.Div. International Church Planting) 

●    졸업과목:  

1) M.Div. 표준과정과목(총81학점) : 구약학I, 구약학 II, 신약학 I, 신약학 II, 조직신학I, 조직신학 II, 

교회사I, 교회사 II, 침례교회사, 히브리어 문법 I, 히브리어 문법 II, 헬라어 문법 I, 헬라어 문법 II, 

해석학, 성경해석의 역사, 변증학, 기독교윤리학, 전도와 제자도, 강해설교 I, 강해설교 II, 목회적 

돌봄과 상담, 리더십실습, 선교학, 교회행정학  

2) M.Div. 성서언어학 전공과목(총 90학점): 히브리어 구문론, 구약 석의론, 헬라어 구문론, 신약 

석의론, 모세오경 강해, 공관복음 강해  

3) M.Div. 상담학 전공과목(총90학점): 상담이론, 상담윤리, 그룹상담의 이론 방법 실습, 치료적 

관계 실습, 심리검사와 측정, 다문화 상담 실습, 결혼과 가족 상담, 기독교신학과 상담학의 통합  

4) M.Div. 기독교교육 전공과목(총 90학점): 교회교육의 기초, 교회교육의 전략, 유초등부 

교회교육, 청소년 교회교육, 장년 사역 전략, 학습 형태론  

5) M.Div. 선교학 전공과목(총 90학점): 개인제자도 실습, 구전 및 구전문화 개론, 선교사 인류학 

실습, 타문화권 교회 개척 실습, 국제 교회 개척 실습 I, 국제 교회 개척 실습 II  

 

●   학기기간: 한 과목 당 8주간 진행  

●   강의방법: 1) 100% 온라인 한국어 2) 캠퍼스 인텐시브 강의  

●  졸업 후 진로: 목회자, 선교사, 전문 사역자로 사역, 목회학박사(D.Min.) 또는 

교육목회학박사(D.Ed.Min.),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in Biblical Ministries) 과정으로 진입에 

적합한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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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연구 석사 (MTS) 
표준 과정(MTS. Standard)/상담학 전공과정(MTS with Counseling) 

선교학 전공과정(MTS with Missions) 

 ●  졸업과목:  

1) MTS 표준과정과목(총45학점) : 구약학I, 구약학 II, 신약학I, 신약학 II, 성서해석학, 교회행정학,  

교회사I, 교회사 II, 조직신학I, 조직신학 II, 변증학, 기독교 윤리학, 전도와 제자도, 

리더십실습, 선교학  

2) MTS with 상담학(총 48학점): 구약학I, 구약학 II, 신약학I, 신약학 II, 성서해석학, 교회사 II, 

조직신학I, 조직신학 II, 변증학, 선교학, 상담이론, 상담윤리, 심리검사와 측정, 

그룹상담이론과 방법 및 실습, 인간관계상담 및 실습, 다문화상담 및 실습  

3) MTS with 선교학(총 45학점): 구약개론 I , 구약개론 II, 신약개론 I, 신약개론 II, 성경 해석학 

개론, 교회사 II, 조직 신학 I, 조직 신학 II, 변증학 개론, 전도와 제자도, 선교학, 개인 제자도 

실습, 구전 및 구전문화 개론, 선교사 인류학 실습, 타문화권 교회개척 실습  

 

●   학기기간: 한 과목 당 8주간 진행  

●  강의방법: 100% 온라인 한국어  

●   졸업 후 진로: 선교사, 목회학 석사(M.Div)로 진입, 전문 사역자로 사역 또는 

교육목회학박사(D.Ed.Min.)로 진입(문의요망), 자기함양을 추구하는 지도자나 평신도에게 

적합한 학위  

 

가족상담학 석사 (MACO Korean Licensure) 
●   졸업과목(총61학점):  

구약학, 신약학, 상담이론, 발달심리학, 상담 윤리, 가족치료, 아동 및 청소년 치료, 중독 치료, 

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진로상담, 다문화 상담, 임상심리학, 기독교 신학과 상담의 통합, 집단 상담, 

치료 관계, 연구 방법론, 실습  

●  학기기간: 한 과목 당 8주간 진행  

●   강의방법: 온라인 및 강의실, 한국어 

●   졸업 후 진로: 상담사 자격증 취득, 상담학 박사 과정으로 진입, 상담 전문 사역자, 자기함양을 

추구하는 지도자나 평신도에게 적합하며 특히 교회와 기독교상담소의 상담전문사역을 위해 

적합한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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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 서류 

 

1. 입학원서: 모든 항목을 기입한 입학원서. 

2. 입학 지원료: $25.00를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앞으로 쓰신 미국 은행 

계좌의 personal check를 첨부, 혹은 입학원서 제출 후 Business Office (816-414-3706) 또는 

Korean Studies Office (816-414-3754)에 전화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미국 외 지역에서 지원 

하실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해 드립니다). 

3. 공식 영문 졸업 증명서와 영문 성적증명서: 대학교부터 재학한 모든 학교의 공식 영문 졸업 

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 기관이 미드웨스턴 입학 사무실로 직접 

발송하거나 학생이 봉투를 열지 않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교인 확인서: 지원자가 현재 교인으로 등록된 교회가 작성한 교인 확인서(지원자가 담임목사인 

경우 또는 담임목사 가족인 경우 타교우가 작성) 

5. 담임목사 추천서: 담임 목사님과 알고 지낸 지가 1 년 이하일 경우, 집사님이나  주일 성경 

공부반 교사가 추천서 작성 가능. 만약 지원자가 목사직을 맡고 있을 경우, 지역의 미션 

디렉터의 추천서 가능. 

6. 2 부의 추천서: 지원자와 친족 관계가 아니며, 최소한 지원자를 1 년 이상 알고 지낸 두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7. 구원 간증문: 2~4 단락의 신앙 및 사역 간증문을 작성하여 별지로 보내주십시오. 

8. 이혼 사유서(해당될 경우): 지원자나 지원자의 배우자/ 약혼자가 이혼 경력이 있을 경우 이혼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혼과 관련한 연대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더블 

스페이스로 약 1-3 페이지 정도의 길이로 써 주시면 됩니다. 사유서는 약 2-3 단락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별지로 작성하신 후 ks@mbts.edu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우편 주소(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인 확인서, 추천서): Korean Studies Office,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5001 N.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이메일 주소(입학원서, 신앙 및 사역 간증문): ks@mbts.edu 

mailto:ks@mbts.edu
mailto:ks@mbt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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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성명서 
 

이 입학 지원서에 제공된 정보는 오직 남침례교단 소속,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대학원(MBC/MBTS; 이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MBTS)의 입학 지원자의 

입학 자격을 결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접수된 모든 지원서류는 MBTS의 소유물이 되므로 

지원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학이 거부되거나 MBTS에 재학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원자의 지원서류는 폐기되거나 불명확한 기간 동안 보존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MBTS는 

지원자에게 지원 서류의 명기 사항을 밝힐 하등의 의무나 책임이 없으며, 오직 지원자가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MBTS와 법적으로 관련이 없는 어떠한 자에게도 지원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입학 지원서류는 1 년간 유효합니다. 미완성되거나 진전이 없는 지원서류는 접수 후 

1년이 지난 때에 폐기됩니다. 입학 된 후 정식 학생으로서 재학하는 시점에, 이 입학 서류는 그 

학생의 영구적인 학업 기록의 한 부분이 되며, 따라서 MBTS의 공식 학생기록 정책과 절차, 

그리고 연방 가족 교육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FERPA) 하에 다루어지게 됩니다.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MBTS)은 교육 또는 고용 정책에 있어 인종, 성, 국적, 나이, 

또는 신체 장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으며, 무차별법의 규칙을 준수합니다. 종교 기관으로서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MBTS)은 종교적 신앙과 실천, 그리고 종교적 특성을 여러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적절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Midwestern 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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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입학을 원하는 학위 과정: 

K-MDiv Standard; K-MDiv Biblical Languages; K-MDiv Christian Education; K-MDiv Counseling; 

K-MDiv International Church Planting; MTS Standard: K-MTS with Counseling;  

K-MTS with Missions; MACO Korean Licensure;  Non-degree seeking. 

 

이름(한글과 영문) First Name 

 

 

선호하는 이름 Preferred Name 

 

 

성(한글과 영문) Last Name 

 

 

주소(한글가 영문)Permanent Address 

도시 CITY 

 

 

주 STATE 

 

 

우편 번호 ZIP 

 

 

국가 COUNTRY 

집 전화 번호 HOME TELEPHONE NUMBER 

 

직장  전화 번호 WORK TELEPHONE NUMBER 

 

이메일 주소 EMAIL ADDRESS 

 

핸드폰 전화번호 CELL PHONE NUMBER 

 

주민등록번호(미국 소셜 번호 입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출생지(도시, 주, 국가) BIRTH 

PLACE 

 

고용 장소 WORK PLACE 

 

국적 NATIONALITY 

 

 

결혼 상태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체크하십시오) Marital Status  

 미혼 기혼  이혼  미망인 이혼 후 재혼 

 

미국 정부의 인종/민족성 RACE 구분 - 필수 항목입니다.  

     A.   국제, 비거주 외국인 학생 입니까?  

        (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Non-citizen or non-permanent residence 

     B.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며, 나는 다음 민족그룹에 속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Indian American / Native Alaska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인 Native Hawaiian / Pacific Island 

 아시아인 Asian        백인 Caucasian 

            아프리칸 미국인 African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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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정보 

기독교인이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담임 목사 성함: 

 

현재 등록된 교회: 

 

등록된 연수: 

 

교회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남침례교       

     침 례 교            

       기   타     

지역 교회나 목회지에서 어떤 부서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목회자격증을 받은 목회자 

예   아니요       

교회 이름과 장소 
 

 

날짜 

 

 

Family Information (영문으로 작성) 

SPOUSE/FIANCÉE NAME (First, Middle, Last) 
 

      

MAIDEN NAME (If applicable) 
 

      
DATE OF BIRTH 
 

      

DATE OF MARRIAGE /  
EXPECTED WEDDING DATE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CHILDREN:  NAME 
 

       

BIRTHDAY 
 

       

GENDER 
 

       
 

       
 

       
 

       
 

       
 

       
 

       
 

       
 

       
 

       

배우자 또는 약혼자의 지원 동의서 

 

나,                                              , 는 나의 배우자/약혼자가  미드웨스턴 신학석사과정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배우자 서명                                                        날짜                          . 

F
a
m

ily
/In

tern
a
tio

n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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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고등학교 이후의 모든 공식성적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공인제도에 의한 필수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첨지를 붙이십시요). 

대학교/종합대학교-재학한모든학교 

학교 이름 시, 주 
출석 날짜 전공 

학위 

(또는 학점) 

     

     

     

     

     

     

재정  정보 

학자금 융자, 자동차 융자, 주택구입 융자, 또는 신용카드 빚 등 장기적으로 갚아야할 채무 

사항들을 모두 다음 란에 기입하십시요. 

채무 사항 상환해야할  총 금액 매달 할부 상환금 

 $ $ 

 $ $ 

 $ $ 

 $ $ 

 $ $ 

 $ $ 

 $ $ 

총 채무액 $ 

개인의 재정 문제로 인하여 사법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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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정보 

교회사역 – 목회자나 평신도로서 섬긴 가장 최근의 직책부터 시작하여 기입하십시요. 

직책/직함 교회/사역 이름과 장소 봉사한 기간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건강상태 정보 확인서 

이곳에 제공되는 정보는 본 학교의 재학생과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을 보다 잘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아래의 질문들에 ‘예’라고 답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입학이 거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약물 이용, 알콜 남용, 또는 처방전 약물을 남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심리 치료사, 정신 건강 상담사, 또는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부정한 이성교제나 동성 관계를 갖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경범죄나 중범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위 질문 중 적어도 하나에 ‘예’를 답한 경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은 목회 직업 훈련에 요구되는 모든 일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특별 보조가 필요합니까?   예        아니오 

위의 두 질문 중 적어도 하나에 ‘예’를 답하신 경우,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만약 의료상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당신의 신학 대학교 공부 기간 동안 해야 할 학업에  

방해가 되리라 생각되십니까? 

 

기혼자인 경우, 결혼의 건강상태에 대해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1 = 가장 나쁨, 10 =가장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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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추천인 유형 확인 및 추천인 성명 

교회 교인 확인:  

담임목사 추천:  

1번째 개인 추천:  

2 번째 개인 추천:  

 

 

이혼 사유서 (해당될 경우) 

지원자나  지원자의 배우자/ 약혼자가 이혼 경력이 있을 경우 이혼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혼과 관련한  연대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이 에세이는 1-3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사유서는 약 2-3 단락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별지로 

작성하신후 ks@mbts.edu로 메일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mailto:ks@mbt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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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서명 

나의 최대한의 지식과 믿음으로, 이 지원서에 명기한 모든 사항들이 진실이며, 완벽하고 명확하게 

기입하였음을 맹세합니다. 나는 또한 이 입학 지원서에 어떠한  오류가 있거나  생략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입학 거부나 부가적으로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교로부터 의 퇴학 처분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교의 학생이 되고자 지원을 하면서,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실을 삼갈 

것이며, 교수진과 행정부의 모든 규정을 지켜 행할 것이고, 이 학교의 명예를 지키고, 이 신학교의 물적 

자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기독인의 교제를 나누는 정신을 고무하고 지키는 데 학교의 다양한 

그룹들과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MBTS의 교리 성명서가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2000 (The Baptist Faith and Message 2000)>임을 이해하며, 이 성명서가 나의 신학 대학원 교육의 

지침이 됨을 인정합니다. 

나는 나의 신학 대학원 재학 비용 모두를 포함한 모든 재정적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완벽히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또한 만약 수업료 미납이나, 기타의 납부금 미납이 궁극적으로 

정학이나 퇴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수업료 납부는 매 학기당 청구되며  첫 과목이  

시작되는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서명:  날짜:  

*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2000”은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의 웹사이트(www.mbtsk.org)에 

게재되어 있으며,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후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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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확인서 (Church Endorsement Form) 

 

친애하는 목사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지원자는 현재 등록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지역교회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원은 지원자 교회에서 교회승인서를 작성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Part 1  공식적으로(신청자 이외의) 또는 교회 

제직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Part 2 승인서는 회중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읽어야 하며 교회 성도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지역교회 법에 의하여). 이 양식을 작성하신 후 아래에 주소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귀하의 지원자의 교회승인서를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idwestern Baptist College, SBC 
KMTS Admissions Office 
5001 N.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4697 
 

Part I – 지원자 양력 
 

지원자 성명   

위 지원자는 현재 등록교인입니까?  예  아니오 

현재등록교인이 아니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자가 교회에 등록교인이 된 날짜는? (월/년)   

지원자가 교회에 어떤 통로를 통해 등록교인이 되었습니까? ( 선택표기하세요) 

 처음 교회 등록한 성도 

 다른 남침례교단 교회로 부터 입교 

 다른교단으로 부터의 입교 

 기타(구체적으로 기록해주세요)   

이 지원자의 교회활동이 다른 일반 성도들과 동일하게 활동합니까? 

예배 출석?                                                                                                            예  아니오 

재정관리?  예  아니오 

교회 여러 프로그램?  (성경공부,선교,찬양 등)                                              예  아니오 

지원자가 귀교회에  리더로써, 무급 또는 유급으로 섬기고 있는 직분들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직      분 봉사한 대략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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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의견: 

  

  

  

 

Part II –승인성명서 

 

이 성명서는 반드시 귀하의 현재교회법에 의한 기준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승인은 

성도들의 투표, 교회 장로와 안수집사의 투표, 또는사역자들을 통해서 작성되어진 것을 

포함합니다. 

 

지원자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신앙인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정직합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교회에서 리더십에 책임을 질수있는 능력이 됩니까; 

 사역을 책임질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입학 지원자를  미드웨스턴 침례신학 대학원에 추천하며 계속적으로 관심과 기도로 

지원하겠습니다. 

 

교회명 교회 교단 

주소       대리자 서명 

도시,주/도, 우편번호 교역자 서명 

교회 전화번호                                               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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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추천서 (Pastor Recommendation Form)  

지원자: 귀하의 목사님께 이 양식을 드리기 전 아래의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만약에 

담임목사님과의 관계가 일년 미만일 경우 교회 집사님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께 추천을 

받으십시오. 만약에 담임목사가 자신이거나 직계가족일 경우는 당신 사역의 지도자로부터  

추천을 받으십시오. 
 

우표를 붙인 봉투에 아래의 주소를 기재 후 귀하의 담임목사님께 이 양식을 드리십시오.  

Midwestern Baptist College, SBC 
KMTS Admissions Office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4697 
 

지원자성명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주/도,우편번호   

집 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포기한다 
…앞으로 본 추천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 

 포기하지 않는다. 

 지원자서명   

 

 

추천서 
 

위 사람은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합니다. 지원자의 지역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해 주십시오.  지원자의 지적 그리고 개인적 특성, 성격, 정직성 또한 

사역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작성하신 후 지원자를 통해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 

제출해주십시오. 

추천인 성명   

주소   

도시,주/도,우편번호   

전화번호   직   분   

얼마 동안 지원자와 알고 지내셨습니까?   

지원자와 어떤 관계 입니까?   

교회에서 지원자가 참여한 교회 사역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B 

 

  

지원자를 평가 해주십시오.    

 부족함 평균이하 평균 평균이상 우수함 관찰하지 못함 

헌신도       

잠재된 지도록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잠재력       

성숙성       

팀웍할수 있는 능력       

다른사람과 공감능력       

정서적 안정       

성격       

정직성       

교리의 무결성       

인내력       

판단력       

건강한 결혼생활(해당되는경우)       
 

지원자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사역에 방해될 만한 요지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일 경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원자가 사역에 방해될 만한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일 경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귀하는 지원자를 사역에 후보생으로 추천하십니까? 

예 아니오 

 열정적으로  자신 있게  제한적으로  마지못해  

추가의견:   

  

  

  

 

추천인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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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Recommendation Form) 

지원자: 귀하의 추천인께 이 양식을 드리기 전 아래의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추천인은 가족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일년이상 알고 지내신 분이어야 합니다.  추천서를 아래주소로 우표를 붙여 제출해주십시오. 

 

Midwestern Baptist College, SBC 
KMTS Admissions Office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4697 
 

지원자성명   

주소   

도시,주/도,우편번호   

집 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포기한다 
…앞으로 본 추천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 

 포기하지 않는다. 

 지원자서명   

 

 

추 천 서 

 

    위 사람은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합니다. 지원자의 지역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해 주십시오.  지원자의 지적 그리고 개인적 특성, 성격, 정직성 또한 사역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작성 하신 후 지원자를 통해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 제출해주십시오. 
 

추천인 성명   

주소   

도시,주/도,우편번호   

전화번호   직   분   

얼마 동안 지원자와 알고 지내셨습니까?   

지원자와 어떤 관계 입니까?   

교회에서 지원자가 참여한 교회 사역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B 

 

지원자를 평가 해주십시오. 

 부족함 평균이하 평균 평균이상 우수함 관찰하지 못함 

헌신도       

잠재된 지도록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잠재력       

성숙성       

팀웍할수 있는 능력       

다른사람과 공감능력       

정서적 안정       

성격       

정직성       

교리의 무결성       

인내력       

판단력       

건강한 결혼생활(해당되는경우)       
 

지원자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사역에 방해될 만한 요지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일 경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원자가 사역에 방해될 만한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일 경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귀하는 지원자를 사역에 후보생으로 추천하십니까? 

예 아니오 

 열정적으로  자신 있게  제한적으로  마지못해  

추가의견:   

  

  

  

 

추천인 서명   날짜   

 



A 

 

추천서 (Recommendation Form) 

지원자: 귀하의 추천인께 이 양식을 드리기 전 아래의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추천인은 가족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일년이상 알고 지내신 분 이여야 합니다. 추천서를 아래주소로  우표를 붙여 제출해주십시오. 

 
Midwestern Baptist College, SBC 
KMTS Admissions Office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4697 
 

지원자성명   

주소   

도시,주/도,우편번호   

집 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포기한다. …앞으로 본 추천서의 내용을 검토 할수 있는 권한 

 포기하지 않는다. 

 지원자서명   

 

 

추 천 서 

    위 사람은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합니다. 지원자의 지역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해 주십시오.  지원자의 지적 그리고 개인적 특성, 성격, 정직성 또한 사역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작성 하신 후 지원자를 통해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 제출해주십시오. 

추천인 성명   

주소   

도시,주/도,우편번호   

전화번호   직   분   

얼마 동안 지원자와 알고 지내셨습니까?   

지원자와 어떤 관계 입니까?   

교회에서 지원자가 참여한 교회 사역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B 

 

지원자를 평가하십시오. 

 부족함 평균이하 평균 평균이상 우수함 관찰하지 못함 

헌신도       

잠재된 지도록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잠재력       

성숙성       

팀웍할수 있는 능력       

다른사람과 공감능력       

정서적 안정       

성격       

정직성       

교리의 무결성       

인내력       

판단력       

건강한 결혼생활(해당되는경우)       
 

지원자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사역에 방해될 만한 요지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일 경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원자가 사역에 방해될 만한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일 경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귀하는 지원자를 사역에 후보생으로 추천하십니까? 

예 아니오 

 열정적으로  자신 있게  제한적으로  마지못해  

추가의견:   

  

  

  

 

추천인서명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