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BTS 한국부 지원방법 

 
 

1. 입학원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TI (Duluth Office) 

Email:  kti@nobts.edu 

Phone: 678-533-7465  

 

2. 입학원서의 원본은 메인 캠퍼스로 보내주시고, 지원자 본인에 대한 간단한  
 

영문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kti@nobts.edu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World Education 

Service ( www.wes.org)를 통해서 학력 검증을 받아 그 결과를 메인 

캠퍼스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Money order 

나 여행자 수표를 만들어 뉴욕의 WES 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내시는 



분의 이름과 생년월일, reference number 등을 수표에 기록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이미 기존 재학생이나 졸업생 중에서 그 출신학교의 학생이 있을 경우, WES 

검증이 생략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전 침례신학 대학교 학생들은 WES 의 검증이 면제됩니다. 


 작성 요령 



맨 위의 Campus you plan to attend 란에 # N. Georgia 에 선택 (학부: 5page, 

대학원: 4page) 


Educational Information/Check a box to indicate the degree you will be seeking. 바로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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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Bachelor of Arts in Christian Ministry 난에 표기하고 바로 위에 

Korean Program 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대학원은 #Master of Divinity ( Standard) 란에 표기하고 그 옆에 

Korean Program 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Health Certificate 은 반드시 의사의 간단한 comment 와 sign 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시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Proof of Immunization 

은 Main Campus (New Orleans) 를 지원하시려는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5. 재정증명: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일 경우, 본인의 계좌일 경우, Single 이면  
 

2 만불이상, 그리고 가족이면 2 만 6 천불 이상의 잔고 증명서를 영문으로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이 재정증명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카드일  

경우에는 양면 복사본, 시민권자의 여권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제출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잔고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고 (싱글 지원자를 위해서는 2 만불 이상, 가족이 있을 경우 2만 

6천불 이상의 잔고증명이 필요), 후원하시는 분이 후원 증명서 (Affidavit of 

Support) 를 영문으로 써서 Sign 한후에 공증받은 것을 첨부하시고, 이와 함께 

지원자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 (100 불이상 들어있는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후원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통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 입학원서와 관련한 서류를 보내거나, 입학에 대한 문의는 아래에 있습니다.  
 

 학부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ttn. Leavell College)

3939 Gentilly Blvd. 
New Orleans, LA 70126 USA 

 

T. 1-800-662-8701 (Ext. 8590), 1-504-282-4455 (Ext. 8590) 
 

Fax: 1-504-816-8591, 담당자: MS. Sarah 
 

이메일 주소:  Leavelladmissions@nobts.edu 혹은  lcadmiss@nobts.edu 
 

 대학원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ttn. The Registrar’s Office)  
3939 Gentilly Blvd.  
New Orleans, LA 70126 USA 

 

T. 1-800-662-8701 (Ext. 3366), 1-504-282-4455 (Ext. 3366) 
 

Fax: 1-504-816-8453, 담당자: Dr. Mark Foster 
 

이메일 주소:  regsec@nobts.edu 혹은  admiss@nobts.edu 

 

7. 입학원서 준비시 필수사항  
 

1)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  
 

2) 추천서 4 부 (담임목사, 교회지도자, 친구 2 명 ) – 온라인 접수후에 학교로부터  
 

이메일을 받게되면 그 안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3) 교회 추천서 (Church Statement) – 온라인 접수후에 학교로부터 이메일을  
 

받게되면 그 안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4) 건강진단서 (Health Certification) – 온라인접수후에 학교로부터 이메일을  
 

받게되면 그 안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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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원간증과 소명간증 (Statement of Conversion and Call) – 

온라인으로 입학원서를 작성할때 그 안에서 영문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원간증 – 구원에 대한 확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명간증 – 소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6)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신분을 입증할 증명서 복사본 (카드인 경우 양면복사본)  
 

7) 학생 비자 관련  
 

여권에서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 현재의 비자 복사본  
 

I-94 복사본  
 

현재 학생신분 (F1) 이라면 그 학교의 I-20 복사본  
 

Single 인 경우 2 만불 이상, 가족일 경우 2 만 6 천불 이상의 은행잔고 증명서.  
 
 

8) 영문 졸업증명서와 영문 성적증명서  

 

-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와 편입했을 경우 최종학교 

이전의 학교 성적증명서까지 필요합니다. 

 

9) 학력평가기관인 WES 의 평가를 WES 기관에서 본교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함. 

( www.wes.org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10) 후원증명 서류들 (Affidavit of Support, 공증서, 본인의 통장 잔고증명서)  
 

11) 원서비 Application Fee $35 을 온라인으로 입학원서 작성시에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12) Certified Background Check Fee $29.95 을 온라인으로 입학원서 작성시에  
 

http://www.wes.org/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6 개월이상 거주하신 분에게만 요구됩니다.)  
 

13) I-20 가 필요하신 분들은 Personal check, 이나 Money Order, 혹은 여행자 수표를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를 수취인으로 해서 우편비용을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비용 62 불 (International Express Mail Fee)을 보내시면 입학허가서와 I-

20 를 빠른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미국내에서는 현재 23 불 (Express Mail fee)을 

지불하시면 빠른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미국내 우체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보내시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