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PLICATION FOR
INTENSIVE ENGLISH PROGRAM

영어연수 프로그램 신청서
(IEP ONLY)

IEP Only 신청서

Dallas Baptist University
개인 정보

PERSONAL INFORMATION

영어로 작성하십시오.
1.

이름 (여권과 동일 이름) 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Surname

2.

이름 First Name

선호하는 영어이름

Nick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DOB: _______/ _______/ _______
월 Month

3.

결혼 여부:

4.

주소:

일 Day

성별: 남성 Male 여성 Female

년 Year

 미혼 Single  기혼 Married  이혼 Divorced

집주소 Permanent Home Address

 사별 Widowed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 및 길 이름 (번지 및 동, 구 또는 번지 및 읍, 면, 리) Street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시 또는 군 City

도 Province

우편번호 Postal Code

국가 Country

미국 현지 주소 U.S.A. Mailing Address ( 해당되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 및 길 이름 Street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시 City

주 State

우편번호 Zip Code

5.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이메일 E-mail Address: _ _I_ _I __I_ _I_ _I__ I_ _I __I __I 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_I_ I_ _I__

7.

종교 Relig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권 정보

교회 이름 Church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SSPORT INFORMATION

출생 국가 Country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적 Country of citizenshi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자종류 Visa Type:  학생비자 F-1

 미국 영주권/시민권 Permanent resident or US Citizen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까? Are you presently in the U.S.A.?  예 Yes
학업계획

 기타 Other: ________

 아니오 No

PROGRAM

언제부터 DBU 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원합니까?
 가을학기 1 Fall 1 (8 월)

년도 Year: ________

 가을학기 2 Fall 2 (10 월)

 봄학기 1 Spring 1 (1 월)

 봄학기 2 Spring 2 (3 월)

 여름학기 Summer (5 월)
영어 수준? English Level?
기타 정보
1.

 초급 Beginner

 중급 Intermediate

 중고급 High-Intermediate

 고급 Advanced

SUPPLEMENTAL INFORMATION

어디서 주거할 예정입니까? Where will you live while studying at DBU?  DBU 하우징 DBU Housing

 통학 Commuter

주의: 21 살 미만의 미혼자는 DBU 하우징(기숙사나 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가족 또는 친구 Family / Friend referra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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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학교 / 교회 School / Church partnership 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2.

DBU 에 대하여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유학 박람회 Education fai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도시)

(하나만 선택하세요):

 인터넷 Websi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터넷 이름)
 여행사나 유학원 Travel or study abroad agency (다음 장에 적어주세요.)
 기타 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세히 적어주세요.)

3.

DBU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도와준 분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 U.S.A. contact helping you apply?  예 Yes  아니오 No
관계:  친구 Friend

 가족 Family

기타 Other:______________________

미국내 연락처 (이름) U.S.A. Contact’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
4.

만일 유학원을 통하여 지원하였다면 If you are applying through a study abroad agency: 유학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학원 대표자 이름 Representative’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다른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suspended or dismissed from any college or university?
 예 Yes  아니오 No 만일, “예”라고 대답하였다면, 별지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경미한 교통위반을 제외하고, 당신은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기록 또는 청소년 범죄를 포한한 법률 위반에 대해 인정을 한적이 있으십니까?
Excluding minor traffic violations, have you ever been arrested for, been convicted of, or pleaded guilty to violating any law including juvenile
offenses? ❑ 그렇다 Yes ❑ 아니다 No 현재 처리되지 않은 당신의 체포 영장이 있으십니까? Are there currently any outstanding warrants for
your arrest?❑ 그렇다 Yes

❑ 아니다 No

만일 그렇다면, 추가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입학허가를 수락한다면, DBU 재학동안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즉시 DBU 에 알릴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If you accept an offer of admission from the University, you agree to immediately notify the University of any future conviction(s) for the duration
of your enrollment as a DBU student.
가족 정보
1.

FAMILY INFORMATION

부모 / 비상 연락 정보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성 Surname

 부 Father

 모 Mother

 비상 연락 Emergency contact

이름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 및 길 이름 (번지 및 동, 구 또는 번지 및 읍, 면, 리) Street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또는 군 City

도 Province

우편번호 Postal Code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Country

이메일 E-mail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업 Occup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DBU 재학중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미국에 있을 예정입니까? Will you bring your spouse or children to the United States?  예 Yes  아니오 No
주의: 배우자나 자녀의 I-20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모든 가족의 여권 복사본

2.

결혼(배우자) 증명

3.

자녀의 출생 증명

4.

가족을 위한 추가 재정

만일, 원본이 영문이 아니라면, 원어의 사본과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 보증 서류(“Joint Certificate of Financial Responsibilit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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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부와 대학원 요람에 기술된 DBU 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규칙을 알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는 지원서 상에 기재된 모든
사항이 정확하며 사실인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나는 지원서 상에 고의로 누락시켰거나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DBU 로부터 퇴학조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나는 제출된 지원서와 지원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또한, 입학허가 후 DBU 에서 유인물 또는 광고에
사진(이름 포함 또는 미포함) 등 나의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나는 개인사진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책임을 DBU 에 위임하며,
이 위임은 DBU 가 인정하는 담당자가 서명한 문서를 통하여서만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In making application, I am aware of the requirements and regulations of Dallas Baptist University as stated in the current Graduate and Undergraduate
catalogs, and I agree to abide by them. I also affirm that all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application is complete and accurate. I further understand that
an omission or misrepresentation of facts on this application could result in my immediate dismissal from the University. I understand that items
submitted as part of my application are non-returnable, including the application fee. Moreover, if I accept an offer of admission, I hereby authorize
Dallas Baptist University to print or publish any photograph or reproduction likeness of me (with or without specifically listing my name) in any
advertisement or publication regarding DBU. I release DBU from any liability for printing a photograph or reproduced likeness of me, and I understand
that this authorization can only be revoked in writing with a countersignature by an authorized DBU representative.

지원자 서명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 _______ / _______
월 Month

일 Day

년도 Year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서류

스카이프 Skype

 신청서 Application

DBU 글로벌 dbuGlobal

 신청료 ($25 USD)

DBU 코리아 dbuKorea

 영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사본
Copy of Proof of Secondary / High School
graduation and Literal English Translation
 여권사본 Passport
 결핵검사결과 TB Test
 뇌수막염 접종 Meningitis Vaccine
 하우징 신청서 (DBU 거주자에 한함)
Residence Life Application - DBU Housing Only
 의료기록 보고(DBU 거주자에 한함)
Medical- DBU Housing Only
F-1 비자가 필요한 경우
 재정보증서류
Joint Certificate of Financial Responsibility
전학 (F-1 비자 이전)이 필요한 경우 Transferring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이메일 …...........DBUKorea@dbu.edu
전화 ………………….…. 214-333-5968
팩스 …………………….. 214-333-5409
인터넷…..www.dbu.edu/international

지원서류 송부처:
Dallas Baptist University
c/o International Admissions
3000 Mountain Creek Pkwy
Dallas, TX 75211
United States of America

제출하시는 모든 지원서류는 복사하시어
보관하십시오. 원본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학요청서류 Transfer Status Letter
 비자, I-94, I-20 각각의 사본
Copy of Visa, I-94 and I-20

페이스북으로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Visit us at Facebook: DBU Intensive English Program

무차별 강령
DBU 는 미연방과 텍사스주의 무차별법안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고용, 입학허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에서 나이, 생물학적 성,
장애, 군경력,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에 따른 불법적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미연방과 텍사스주 법의 범위 내에서 DBU 는 설립목적에
의거 종교편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DBU 는 대학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지원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제한하거나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학허가에 관련된 사항도 미연방과 텍사스주의 무차별법안의 범위 안에서 결정되어집니다.
STATEMENT OF NON-DISCRIMINATION
Dallas Baptist University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federal and state nondiscrimination laws and does not engage in unlawful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age, gender, disability, veteran status,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in any employment practice, admission, education program, or educational activity.
Under federal and state law, the University may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eligion in order to fulfill its purpose. The University reserves the right to
restrict or deny admission to any applicant who is not considered
to4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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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s decisions will be ma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state and federal non-discrimination la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