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ancial Details Form – Student 
 

호주 정부의 교육기관으로서 알파크루시스 신학교는 학생들이 호주에서 공부하는 동안 충분히 자신과 가정을 지원하는 자금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파크루시스 신학교 및 교육 사업 파트너는 학생들이 입학확인서를 받기 전 Financial Details Form 을 작성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이것이 신청 및 등록 조건의 일부를 이룬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 인적 사항 

 

Family Name(성):          Title:  ☐ Mr  ☐ Ms   ☐ Ms   ☐ Miss   ☐ Other:    

이전의 Surname (해당되는 경우):         성별:  ☐ 남       ☐ 여 

First Name(이름):          생년월일  (dd/mm/yyyy)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또는 신분카드 번호:          시민권:        

  

가족사항 

 

배우자 또는 자녀들과 함께 호주로 올 것입니까?    :  ☐  예      ☐  아니오 

‘예’ 라고 답하셨다면 자녀들의 학비와 양육비를 예산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그들을 지원하는 자금이 있다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같이 거주할 가족세부사항 

1.   

이름 

관계 나이 

2.  

이름 

관계 나이 

3.  

이름 

관계 나이 

 

학비/생활비 지불방법  

 

모든 관련 내용을 선택하십시오. 

☐ 개인 후원자 (예. 가족)     Section A 를 완료하십시오 

☐ 은행 융자                          Section B 를 완료하십시오 

☐ 개인 자금      Section C 를 완료하십시오 

☐ 정부, 기관 또는 기업적인 후원    Section D 를 완료하십시오 

 
SOURCE OF FUNDING DECLARATION 

 
위에 표시된 자금원에 대해 밑에 세부사항을 제공하십시오. 

Surname:              Title:  ☐ Mr  ☐ Ms   ☐ Ms   ☐ Miss   ☐ Other:   

이전 성 (해당되는 경우):         성별:  ☐ 남       ☐ 여 

First Name:          생년월일  (dd/mm/yyyy)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또는 신분카드 번호:          시민권:        



 

고용사항 

고용주 이름 

직책 

주소 

웹사이트 전화번호 

관리자 정보 

관리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자영업 정보 

사업 이름 

직책 

주소 

웹사이트 전화번호 
참고자 정보 (부서 또는 금융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후원자 정보 

  후원자 이름    은/는 학생 이름   을 학업 기간동안 지원하기 위한 재정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          저는 학생이 받은 오퍼의 한 코스보다 더 이행할 학비를 이해했습니다. 

 

Course 1   $    per year and that the course duration is     years       

Course 2   $    per year and that the course duration is     years       
Course 3   $    per year and that the course duration is     years       

  

 저는 대략 매년 $18,000 이상의 생활비가 든다는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학생이 호주에 있는 동안 부채를 갚도록 스펀서 하는데 어느 요청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폰서한 학생이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학비를 파트타임 수입으로 감당할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개인상황으로 인해 스폰서에 지장이 생기면, 신학교와 학생께 알리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학생이 공부하는 기간에 연락처에 변경이 생기면 신학교에 알리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은 _________년이고, $____________의 학비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해당학교 또는 유학원이 저의 고용주, 메니저 혹은 참고인에게 제공된 사항들을 확인하는것을  이해합니다. 

 

SECTION B – BANK LOAN  은행융자 

 
Name of bank 은행이름 Total amount of loan 융자총액 

 

융자지불일:  Payment 1 

Date Amount 

전체융자액 입니까? 

 

Yes☐ No ☐ ☐ If you answer NO, complete additional payment dates below 

  Payment 2  Amount 

  Payment 3  Amount 

 
 
 
 
융자 동의서를 첨부해 주십시요. (액수, 지불할날짜(만일 지불안하셨으면), 융자조항, 시작일과 환불기간) 
융자를 지불 안한경우, 어느 방식으로 지불하실지 A,B 혹은 D 를 표시해 주십시요. 학비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개강전에 알려주셔야합니다. 
 

 

 
 

 

 



 

SECTION C –  개인의 자금 

 
이 조항에(부분적 본인의 자금포함) 해당되기 위해서는 2 년 동안 풀타임근무한 (졸업후 풀타임 근무 혹은 개인사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Complete C1, C2 or both 
풀타임 근무 했을 경우,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요. 고용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이력서를 첨부해 주십시요. 
 
C1 
Complete if you are an employee(고용인) 
Name of employer 

Position hired Length of employment Months     years 

Address 

Website Telephone 

 

Manager or Supervisor Details (메니저 혹은 상사) 

Name or manager or supervisor  

Telephone Email 

Current salary per year  

 
C2 
Complete if you are an employee (고용인) 
Name business 

Position hired 

Address 

Website Telephone 

 
 

Referee Details (In accounts or finance section) (참고인) 

Name 

Telephone Email 

 
 
SECTION D – GOVERNMENT, INSTITUTIONAL OR APPROVED CORPORATE SPONSORSHIP 
 

이 조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 알파크루시스 신학교로부터 스폰서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며, 학교로 직접적으로 수업료를 지불함에 동의 

하셔야 합니다. 

 

스폰서의 성함 

 

Details of a contact within the organisation 

Name 

Position 

Telephone Email 

 

전체코스  학비의 전액을 지불하시겠습니까?   ☐ 네           ☐ 아니오,  매년 지불합니다. 

생활비를 위한 보조금   $     

 

장학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요. (재정 보증인 혹은 장학금/보조금 증서, 스폰서인의 금액과 조건등) 

 
 

 

 
 

 

 
 

 

 
 

 
 

 

 
 



 

 

 
 

선언, 약관 및 서명 

 

1. 저는제가 제공한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며,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선서합니다. 저는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와 서류는 호주법에 위중한 

위법임을 이해합니다. 제가 만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등록취소될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 저는 이것이 본인의 서명임을, 다른사람 예로 유학원 혹은 스폰서를 포함하여 제 대신 서명하진 않았음을 선서합니다. 

3. 저는 만일 제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학교에 알릴것에 동의합니다. 

4. 저는 호주입국 비자가 거절되거나 문제 없음을 선서합니다. 저는 호주입국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비자 조항을 어기지 않았음을 선서하며, 학업을 

위해 입국한 어느 나라의 비자 조항을 어긴적이 없음을 선서합니다. 

5. 이 양식에 언급된 사람, 기관, 조직의 기록을 학교에서 보관하는것을 이해합니다. 

6. 저는 신학교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해야할 경우 신청서에 있는 사람, 기관등에서 개인정보를 신학교로 제공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7. 저는 ESOS Act2000 으로 인해 알파크루시스 신학교에 의무를 따라, 이 서류에 있는 정보를 호주 정부 각 부처에 넘길수도 있으며 신학교는 

유학원을 통해 서류에 있는 정보를 확인할 권한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8. 저의 유학원은 코스신청서와 재정적의무에 관한 선서 조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9. 저는 제 코스에 해당되는 비용 – 제자신과 서류에 기입한 동반가족을 위한 생활비와 학비를 제가 직접 또는 스폰서를 통해서 이해했음을 

선서합니다. 

10. 저는 SVP(Streamlined Visa Processing)비자 진행하에 호주입국과 해당학교 등록을 했기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호주에서 계속 공부할수 

있기 위해 새로운 비자 신청을 할수있음을 이해합니다. 

11. 만일 제 학비가 스폰서에 의해 지불 됐다면, 저는 제 비자와 재정적 상황에 관해 저의 스폰서에게 모든 정보를 줄것을 동의 합니다. 

12. 저는 해당 학교 또는 유학원에 의해 만일긍정적인 재정평가를 얻지 못할때 입학허가서가 거절될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13. 저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의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책임을 질것이며 알파크루시스 신학 대학에서 학비 지원 또는 다른 

재정지원을 요구할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위의 약정과 조건을 모두 읽었고,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저는 위의 제시한 개인정보 사용을 이해합니다. 저는 입학원서에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선서합니다. 

 

신청인 서명 :       일자 :       

 

ATTACHMENTS REQUIRED 

☐ Copy of your identity card or passport 

☐ Details of other family members if more than 3 will be coming to Australia 

☐ Section B only: Copy of the loan agreement 

☐ Section C only: Resume/curriculum vit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