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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SSION PROCEDURE ▣
입학절차

We are pleased that you are interested in applying for admission to.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This packet contains the entire in format ion and materials you need for the
application process. If you have any questions, the Admissions Office will be happy to help
you. Let us know how we can be of service.
UCS 대학은 귀하의 입학지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입학원서 에서는 귀하의
본교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입학원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혹시 작성하시는데 궁금한 점이있으시면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QUIREMENTS(제출서류):
① Application for Admission(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② Application fee $200.00 non-refundable (입학전형료 200 불 환불안됨)
③ Last school diploma transcripts(최종학교 졸업/성적증명서)
④ 2 Photographs taken within the past six months(6 개월이내에 촬영한 여권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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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LETINGTHEAPPLICATIONFORM(입학원서 작성 요령)
Please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This will not only provide the Admissions Committee
with important information about you as a prospective student, but will also demonstrate your
writing ability. Return your completed application with the fee and two passport-sized photos.
(본 입학원서는 입학결정에 필요한 지원자의 정보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의 일원으로서 지원자의 논술력도 입증할수있는 기회가 되오니 정성스럽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2. NOTIFICATIONREGARDINGACCEPTANCE(수시 편.입학 가능)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will accept your application at any time.
As soon as your application is complete, your file will be submitted to the Admissions
Committee for review, and you will subsequently be notified of its decision.
본교는 수시 편.입학이 가능하므로 입학원서 기재를 마치신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본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3. ACADEMICTRANSCRIPTS(성적증명서)
Please request an official transcript from each college or university where you completed six
or more semester hours (Copies are not acceptable). You should specify that transcripts be
sent directly to the Admissions Office.
본교에서는 각대학(전문대) 및 대학원에서 최소 6 학점 이상 수강한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며 해당 학교에서
봉인한 봉투에 넣어 직접 본교로 우송해야합니다.

4. Christian Experience / Personal Statement(신앙간증문)
Each applicant must attach an essay to this application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1. how did you become a Christian? 2. Why do you wish to attend UCS? Graduate students
must also include a statement on how they came to an acceptance of their call to ministry.
Applicants should respond to all questions using at least 250 words. Use 8.5” x 11” (Letter
Size or A4) white paper for your personal statement. Write in black ink or type using doublespaced 12-point type in a common font. On Each page print your name.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왜 UCS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신학 대학원 지원자는 어떻게 소명
의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의 내용을 250자 이상의 신앙 간증문으로 제출 하십시오.

ADMISSION PROCEDURE 입학절차

[1]

뒷장에 계속 ☞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United Christian Seminary)
1543 W. Olympic Blvd Suite 317,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8-5992 한국어(213) 598-3146.E-Mail: ucsuniversity @ gmail.com

5. REFERENCES(추천서)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requires references from a former professor or the applicant's
pastor for each program. Please send appropriate reference forms and return envelopes to
those from whom you are requesting references. References should be mailed directly to the
Admissions Office by the persons completing the forms.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교수추천서 또는 목사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위해 본입학원서에
첨부된 본교추천서 양식을 추천하시는 교수나 목사에게 반송봉투와 함께 의뢰하여 추천하시는 분들이
추천서를 직접 본교에 우송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6. FINANCIALAID(학비보조/융자혜택 프로그램)
Upon notification of acceptance, you may contact the Admissions Office and request a
financial aid application. (Permanent residents or citizen of U.S.A. only
입학허가가 통보 되는대로 귀하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학비보조/융자금에 대한 지원서를 요청할수있습니다.
(단, 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에게만 해당됨)

7. TH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가족 교육 권리와 비공개법

Th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of 1974 permits enrolled university student’s
access to certain credentials in their files.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has long permitted
access for the student to his/her previous educational records such as high school
transcripts and college transcripts (if a transfer) TOEFL scores and educational records at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 confidentiality
of letters of recommendation, th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permits an
educational institution to suggest an applicant may waive his/her right to access to letters of
recommendation. Signing such waiver is not required as a condition for admission, receipt
of financial aid or receipt of any other services or benefits from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1974년에 제정된 미국 교육법인 “가족 교육 권리와 비공개 법안”(FERPA)은 학기에 등록된 학생이
학생기록서류 중 일정한 성적 또는 증명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UCS대학이
학생기록서류 중 본인의 이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편입일 경우) 성적증명서 또는 토플시험점수 및 그외
학력정보의 학생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인이 제출한 추천서의 기밀성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FERPA 법안은 학교측에서 지원자가 추천인이 기입한 추천서의 내용을 볼
수있는 권리를 자진 포기하도록 권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포기는 입학 허락, 재정 보조 또는
그외 UCS대학이

제공하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의 사항이 아닙니다.

8. OTHERREQUIREMENTS(기타)
The Admissions Committee will examine the credentials submitted to determine each
applicant's suitability for admission. Admission may be granted on the basis of these
credentials alone, or the committee may requir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1) A personal interview with the candidate.
2) An entrance examination in any subject that the Committee deems basic to graduate study.
입학심사는 지원자의 제출서류 만으로 심사가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 또는 별도의 시험을 통해
그 입학여부가 결정되기도합니다.

For additional admission information, see the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Catalog.
입학에 관한 기타 사항들은 본교 카다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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