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739-4710, E-mail: ctsone777@gmail.com

평신도 지도자 과정 입학 구비 서류< >

입학원서 부1. (Application for Admission) 1
담임목사 추천서 부2. 1
추천서를 작성하시는 분께 목회자 추천서와 함께 반송용 봉투를 드려 추천서를 직접 신학교로(
우송하도록 함)
신앙 간증서 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공부 후 앞으로의 계획 등3. 1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부4. 1

5. Driver License Copy
사진 매6. 2 (2x2)
입학수수료7. : $50.00
학기 등록비8. : $100.00 (for Two Quarters)
학칙 준수 서약서9.

상기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개강 주일 전까지 학교 서무과로 우송 혹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2 .
주소는 하기와 같습니다.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기타 문의 사항은 학감 또는 본교 서무과 로 전화주십시오(714)715-5999 (714)739-4710 .



CALIFORNIA THEOLOGICAL SEMINIARY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739-4710, E-mail: ctsone777@gmail.com 

 
 

 

                  APPLICATION FOR CHRISTIAN WORKER 

 

 

Applying for :    20        □ Fall     □ Winter     □ Spring     □ Summer  

  

 
 
Personal Data 
 

Name: (Last )___________________________ (First)________________________ (Middle)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         ) ____________ - ______________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cial Security Number: ____________  -  _________  - _____________       Sex:  □ Male   □ Female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ac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us:  □ Citizenship    □ Permanent Resident     □ Other(Visa) __________________________ 

 

Emergency Contact: Name                       Tel. No.                      Relation                  

 
Scholastic Data 
 

Name of High Schoo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of H. Schoo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Gradu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ploma by GED? □ Yes □ No 

Date of G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llege Attended Location Date Entered 
Date of Withdrawal/ 

Graduation 
Degree 

 

     

 

     

 

     

Have you ever been dismissed from any school?    □Yes    □No 

If yes, please attach a letter of explanation. 

 

 

사 진 



 
FAMILY INFORMATION 
 

Marital Status:    □ Single   □ Married    □ Divorced    □ Othe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f married, date of marriag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Spou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Sex and Birthday of each chil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Parent/Guardian (circle 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      ) ____________-_____________      Is your parents an alumnus of CTS?   □ Yes    □ No 

Parent's Occup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RISTIAN EXPERIENCE 
 

When and where were you conver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ave you backslidden since being converted?    □ Yes      □ No 

If yes, when were you reclaim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ave you baptized in the Holy Spirit according to Acts 2:4?      □ Yes      □ No 

If so, when and whe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URCH INFORMATION 
 

Name of home churc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of home churc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nomin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Past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re you a member?   □ Yes    □ No       Posi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HOOL STANDARDS 
 

The following represents a covenant between the student and the school administration and embodies a mutual 

trust and the violation of which will be considered a serious breach of confidence: Student's attire shall be 

attractive and acceptable on all occasions. Extremes in fashion and appearance are discouraged. The use of 

alcohol, tobacco, psychoactive drugs, and coarse of profane language is not in agreement with the conduct 

expected of student at CTS. Sexual purity, cooperation with other students and faculty, and a life-style of personal 

discipline in study, devotion, and worship are all encouraged. If acceptable for admission, will you sincerely 

endeavor to abide by all the regulations of the school and submit yourself to those in authority?   □ Yes    □ No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739-4710, Fax: 714-739-4741, E-mail: ctsone777@gmail.com 
 

학 칙 
 

본 대학(원)은 새 시대를 향한 영적 사관학교로서 학문과 경건의 선지동산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본교가 시행하는 학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협조함으로 아름다운 교풍을 조성

하여 본 대학(원)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장학금 수여 대상자가 전 과목 GPA 평균 B- (평점 2.3) 이상이 안 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DSA(Designated School Activity)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 

2. 예배와 수업의 결석은 한 과목 당 2회까지만 허용되며, 그 이상은 수강이 취소 된다.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배에 5분 이상 늦으면 지각으로 인정 하며, 지각 두 번은  

   결석 한 번으로 한다.  

3. 본교 수학 중 자퇴 혹은 휴학을 한 경우, 성적증명 혹은 기타 증명서 발급을 학교에 요청 할  

   때에는 그 동안 수강한 학과목의 전액 등록금을 지불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4. 학기 중에 학교에 통보 없이 수강하던 과목을 중지하면 “F" 학점을 받는다. 

5. 개강 후 2주 내에 수강 신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교무과에 보고 

   해야 한다. 수강을 임의로 변경함으로 인한 이수 과목의 착오는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재학생은 반드시 Chapel에 참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Chapel에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의  

   사유가 된다. 

7. 휴학을 할 경우 반드시 학교에 준비된 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8. 복학을 할 경우 복학생은 반드시 면접을 다시 해야 한다.  

9. 학교 내에서 교수와 학생 간에는 “(홍길동) 교수님 혹은 목사님”과 “(김갑돌) 학생 혹 은 학생  

   (김갑돌)”로 부르고, 학생과 학생 간에는 “학우 (김갑순) 혹은 (김갑순) 학우” 로 호칭한다.  

10. 신학생으로서 부적절한 언어와 행위(시험부정, 성적비행, 학우 간에 습관적으로 빚지는 일,  

   다른 사람을 비난함, 이간 및 당 짓는 일 등)가 발각되면 징계의 사유가 된다.  

 

학생                      은(는) 상기 사항들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날짜:                 년            월             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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