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를 클릭 

World Education Services (WES) 온라인 신청 방법 
1. 인터넷을 연결한 후 WES 홈페이지 www. wes.org 를 방문한다. 

2. 홈페이지에서 아래 그림처럼 student 부분을 선택하여 클릭한다. 



3. 아래 그림의 왼쪽 메뉴바에서 Apply Now 항목을 클릭한다. 

여기를 클릭 



4. Apply Now 창이 열리면 Click here to apply online 부분을 클릭한다. 

여기를 클릭 



5.스크린이 바뀌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에 위치한 Security Question 버튼을 아래로 열어 그 

중 한가지 질문을 선택하고 아래 빈칸에 답을 기록한다.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입력이 

마쳐지면 맨 아래 Create an Account 버튼을 누른다. 

*별표는 반드시 기입 

모든 칸을 빠짐없이 
기입 후 여기를 클릭 

클릭 



6. 위의 5번의 과정을 마치면 아래의 화면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앞부분에서 입력한 기본정보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의 정보를 입력한다. 

서류들  중에서  이름이  바뀌어 
다른 이름으로 된 서류가 있는지 
표시.(대부분 No 선택)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는 입력하고 

없는 경우는 빈칸으로 남긴다. 

주소와 Login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다. 
한국의 주소인 경우는 번지,도로명,동 
또는 구, 도시명 순으로 기록한다. 

이전에 WES를 이용해본 적이 
있으면 Yes, 없으면 No를 선택한다. 

Academic Advisor 선택 모든 정보 입력 후 Next 를 누른다. 



7. 개인정보 입력이 마쳐지면 다음과 같이 학력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타난다. Academic Credential 1번에는 대학학부 

과정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다. 대학이 위치한 나라, 학교명, 학위명, 기관의 종류(Higher Education 선택),학위 수여 년도, 

학교를 다닌 년도를 기록한다.동일한 방식으로 Academic Credential 2번란에는 대학원 M.Div. 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한다. 다만, M.Div. 과정 지원자는 Academic Credential 1번란만 작성하면 된다. 이 과정이 마쳐지면  Next 버튼을 

누른다. 

클릭 

클릭 



8. Next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드랍다운 버튼을 눌러서 to continue my education 을 선택한다. 



9. 선택이 마쳐지면 아래와 같이 평가방식의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1) 먼저 WES ICAP중에서 Course by Course를 선택한다 ($205).  
2) 그 다음 Turnaround Time에서 7-Day service 항목을 선택한다.  
3) 이 과정이 끝나면 Next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왼쪽 하단에 위치한 Add Recipient 버튼을 누른다.  
 

1 
2 

3 



10. 화면이 바뀌면 Drop Down 버튼을 누르고 Educational Institution 을 선택한 후 Continue버튼을 누른다.  

11. 다음으로 Search for an Institution by Name화면이 나오면 아래와 같이 빈 칸에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Search 버튼을 누른다.  



12.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D.Min. 과정 지원자는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GA를 선택해야 하며, 학부나 M.Div. 지원자는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LA를 
선택해야 한다. 올바른 선택을 한 후에 Select This Institution버튼을 누른다.  



13. 위의 12번 과정이 종료되면 아래의 화면이 등장하는데, D.Min. 과정 지원자는 North Georgia Center – Office of 
Admissions를 선택한다. 이 선택이 마치면 Select 버튼을 누른다.  



14. 이 과정이 마쳐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Additional Recipient 내용 중 Attention to에 Korean D.Min. 
Program 이라고 입력한다 (학부나 M.Div.과정은 Korean Program 입력). 이 과정을 마치고 Next 버튼을 누른다.  



15.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Evaluation Report To Be Sent to You부분 중 Delivery Options을 Standard Delivery ($7)을 
선택하고, Additional Recipient에서는2 nd Day Air ($20) 를 선택한다. 이 선택을 마치고 Next 버튼을 누른다.  



16. 그 다음은 Fee Summary가 소개되고 지불 방식을 묻는 부분이 나오는데 크레딧 카드나 Money Order중 택일 하게 
되는데, 크레딧 카드의 경우 한국에서 만들어진 크레딧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Money Order를 선택해야 
한다.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Credit Card를 선택한다. 카드를 사용할 경우 머니 오더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며 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주는 이점이 있다. 머니오더로 지불하는경우, 머니오더의 수취인은 ‘World 
Education Service’이며, 지원자의 이름과 18번 화면에 나오는 Reference Number를 기입하여, 직접 WES로 우편을 
통해 송부해야 한다. 보낼 주소는 19번 하단 서류 보내는 주소를 사용한다.   

       Do you have a promotional code?를 묻는 질문에는 No를 선택하고 Next 버튼을 누른다. 



17. 위의 과정 후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You may review your application now를 클릭해서 접수 내용을 모두 확인 후 
World Education Services의 계약 조건을 읽고 동의 한다는 내용 옆에 있는 박스를 클릭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Submit 
Application 버튼을 누른다.  



18. Application Submit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등장한다. 1) 여기에 있는 Reference Number는 
중요하므로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 2) 그리고 Reference Number 아래에 Please print a copy of your 

completed application을 눌러서 프린터로 출력한 후 완성된 Application을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이것이 
영수증의 역할을 한다.  아래의 스크린을 계속 유지한 채 다음의 단계로 진행한다.  

프린트 출력이 완료되면 클릭 
19번 설명 참조 



19. 위의 18번에 나타나 있는 화면 중에서 a번 대학 학부 과정 도표 오른쪽 항목 How to Submit 가운데 박스를 
보면 Please click here to download라는 부분이 등장한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Request for 

Academic Records라는 문서가 새 창으로 열린다. 이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중간 점선 윗 부분은 
본인이 정보를 입력하여 빈칸을 채우고 서명 및 날짜를 기록한 다음 대학 학부 성적 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은 두번째 가운데 칸에 생년월일을 기입할 때 일/월/년 순으로 해야한다 (예: 

생년월일이 1977년 1월 30일 인 경우 30/01/1977 로 기입).   

  

  생일표기 주의 

본인작성 

체크 

대학 작성 

서류보내는 주소 



    위의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한 다음 대학의 학적 관계자에게 제출하면 학적 
담당자는 점선 아래의 부분을 확인하고 기록하여 서명후 학교의 직인으로 seal을 하고, 
하단 부분에 지원자의 성적표를 동봉한다는 내용 옆에 있는 박스를 클릭하여 체크를 한 
다음 영문 성적표와 기록한 양식을 우편으로 WES로 보내야 한다. 맨 하단에 보낼 주소를 
선택할 때 By Express Courier아래에 있는 주소지로 보내야 한다. 봉투에 기록되는 발신자 
주소도 대학의 주소를 기록해서 보내야 한다. 지원자 본인의 주소를 써서 보내면 의심을 
받아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대학 담당자가 대학 봉투를 사용하여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성적표는 영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단어 하나 하나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자 본인은 졸업장이나 학위증을 컬러로 복사하여 
그것을 위에서 언급된 주소로 보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학교에서 
성적표와 함께 보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Money Order를 WES로 보내는 것은 지원자의 
책임이다.    

 
 Academic Records Request Form의 작성을 마치면, 다시 18번 화면의 b 항목으로 이동한다. 
 
 

20번 설명 참조 



20.위의 19번 과정이 마쳐지면 18번 스크린  b 항목 2번 오른쪽 칸에 있는 Please click here to download라고 
쓰여진 부분에서 click here를 클릭한다.  클릭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또 다른 Request for Academic 

Records라는 제목의 서류가 새창으로 열리면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19번에서와 같이 본인이 점선 상단에 
개인 정보, 생년월일, M.Div. 학위를 받은 학교 이름, 학교 재학 기간, 학위명, 학위 수여 년도, 전공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한 다음 M.Div. 학위 수여 학교 학적 담당자에게 점선 아래 부분을 
작성케 하여 영문 성적표를 동봉하여 By Express Courier아래에 명시된 주소로 보내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학위 인증 과정이 모두 마쳐진다.  

생일 표기 주의 

본인 작성 

M.Div. 졸업학교 작성 

체크 

서류보내는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