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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Education 
Academic Handbook 

 
 

알파크루시스(AC) 신학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HE 아카데믹 핸드북은 학생들의 AC 

전반에 걸친 행정절차 또는 코스등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준비되었습니다.  

공부하시는 동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AC 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규정과 절차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알파크루시스신학대학 개요와 승인 

2. Academic Administration – 입학 

3. Academic Administration – 학점, 학점인정 또는 편입 

4. Academic Administration – 등록 

5. Academic Administration – 학비 

6. Academic Assessments 과제 

7. 도서관 이용과 스터디 스킬 

8. 강의 출석과 학생지침 

9. Academic Administration – 졸업 

10. 유학생 

11. 학업 부정행위 및 학과진행  

12. 개인정보, 정보의 자유와 학업 보고서 

13. 고충처리와 이의신청 

1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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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 

알파크루시스대학 개요 와 승인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알파크루시스의 역사   http://ac.edu.au/about/history/  

- AC 의 비젼, 미션과 가치  - http://ac.edu.au/about/vision-mission-values/ 

- What We Believe - http://ac.edu.au/about/what-we-believe/ 

- 승인과 멤버쉽 - http://ac.edu.au/about/accreditation-and-membership/ 

- 정책과 절차 - http://ac.edu.au/ppm/ 

 

 

Topic 2 

입학은 행정실의 처리로 이루어지며, 더 자세한 사항은 Rebecca.cheong@ac.edu.au 혹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 방침   

입학원서 접수 이후 행정실의 서류심사를 거쳐 입학금 지불 안내 이메일을 받게 되십니다.  Letter of Offer 를 

받으신후 학비지불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원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ac.edu.au/ppm/admissions-policy/ 

 

- 휴학방침  

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ac.edu.au/ppm/deferral-enrolment-policy/ 

 

- AC 의 Offer 에 대한  취소 

학생이 제시한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제출서류로 취소된 오퍼는 첫학기 학비에서 10%의 수업료를 학교가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http://he.moodle.ac.edu.au/moodle/mod/page/view.php?id=233106 

 

- 지원자의 신원확인과  자격조회 정책 - http://ac.edu.au/ppm/provisional-entry-qualifying-period/ 

 

- Provider 의 불이행 - http://he.moodle.ac.edu.au/moodle/mod/page/view.php?id=233109 

 

- 학생증 신청 : 오리엔테이션 참석시에 사진촬영이후 행정실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여드립니다. 혹시 

오리엔테이션에 불참석하실 경우에는 리셉션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사진을 찍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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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3 

행정사항 – 학점인정, RPL 혹은 편입 

만일 이전에 학업하신 과목의 면제 혹은 학점인정을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안내와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는 행정실을 통하여  Program Director 이신 담당교수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cognise Prior Learning Policy (RPL) http://ac.edu.au/ppm/recognised-prior-learning-rpl-policy/ 

- 학점인정  http://ac.edu.au/ppm/advanced-standing-and-credit-transfer-policy/ 

- Application Forms for Credit and RPL requests http://ac.edu.au/documents/application-forms/ 

 

 

Topic 4 

행정사항 – 등록 

아래의 내용은 수강하실 과목에 관해 인지하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수과목들과 수강신청 방법에 관한 

설명이며, 또한 언제 수강신청 변경이 가능하며,  full- time/part -time 학업에 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 학기 수강신청시 필요한 안내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 입학 규정 Enrolment Policy 

30 학점이상 수강신청시 full-time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수강신청은 행정실의 안내에 따라 코스와 학년에 맞는 과목을 신청 하셔야 하며,  오리엔테이션 전후로 하실수 

있습니다. 

같은 과목을 3 번이상 수강신청 하실수 없습니다.  

http://ac.edu.au/ppm/enrolment-policy/ 

- 입학신청서 Enrolment Forms, 코스안내는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핸드북에서  

시간표와 학사/석사/박사 일정을 한국어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ac.edu.au/documents/korean-documents/  

- 청강, Non-Award 와 그 밖의 수강신청 정책 

청강은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으며,  출석과 성적에 무관하며 과제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강비는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ac.edu.au/ppm/auditing-non-award-and-miscellaneous-enrolment-pol/  에서 참고하십시요. 

- 휴학 (Leave of Absence) 

휴학신청은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셔야 하며, 6 개월 이내로 총 2 번이상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휴학 사유가 타당해야하며, 행정실장의 승인하에 가능합니다.   http://ac.edu.au/ppm/leave-abse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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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변경 또는 취소 

수강신청 과목을 변경하기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변경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변경 마감일(Census Date) 오후 

4 시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서는 행정실에 이메일하시면 양식을 화일로 보내드립니다. 혹은 

리셉션에서 양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서 안내문에서 수강신청변경마감일(Census Date)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ac.edu.au/ppm/alteration-study-program-policy/ 

 

- 예외 상황의 취소 

수강신청변경마감일 이후특별한 상황으로 취소를 하실경우에는 서면으로 담당교수님을 통하여 Higher 

Education Student Affairs Committee(HESAC)에 제출하시어 환불과 더 자세한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전액 혹은 부분적 환불이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  과목의 취소(withdraw)하실수 

있습니다. 

1. 심각한 질병과 장애 

2. 학생 혹은 직계가족의 사망(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3. 다른 타당한 사유로 

만일 수강신청변경일 이후에수강신청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HESAC 의 승인이 있으면  ‘Late Withdrawal’ 로 혹은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Fail’ 또는 ‘Not Yet Competent’로  성적표에 기입됩니다. 

 

학업의 양과 Delivery Options 

1. Full-time 유학생의 경우 – 한학기 40 학점으로 한학기당 4 과목을 이수하셔야합니다.  

2. Full-time Domestic 학생의 경우 – 한학기 30 학점으로 한학기 3 과목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ac.edu.au/ppm/student-workload-policy/ 

 

 

Topic 5 

학비와 수업 

아래의 사항은 학비안내와 지불에 관한 사항입니다. 

- 학비와 Fee-Help 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아래의 링크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http://ac.edu.au/documents/fees-and-fee-help-information/ 

http://ac.edu.au/ppm/fees-payments-and-tuition-assuranc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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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아래의 방법으로 학비를 지불하실수 있습니다.  

1. 현금 – 리셉션에서 지불가능 

2. 수표 -  ‘Alphacrucis College’로 수표발행하여 리셉션에서 지불 

3. 신용카드 및 EFTPOS– 리셉션 혹은 전화로 지불가능 

4. Direct Deposit -  수강신청 안내문에 제시된 은행구좌로 자동이체가능 

5. Fee-Help – 정부학자금융자로  전액 혹은 부분적인 학비를 도움받을수 있음 

 

모든 학비는 개강일 이전에 지불 되어야 합니다.  학비의 지불없이 수업에 출석하실수 없습니다.  만일 

수강신청변경일 이후 학비지불이 안되었거나 학생의 지불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학생은 

자동적으로 Fail(F)점수를 받게 됩니다.  학비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행정실에 연락하고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변경일 이전에 취소 하셔야 성적이 과락 되는것을 피할수 있습니다.  개강일 이후에 지불시엔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집중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는 집중강의 첫날까지 학비를 지불해 주셔야합니다 

 

 

Topic 6 

1. 학업 평가 Academic Assessments 

이 항목은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과제물 형식, 단어수, 과제제출 지연시 페널티, 제출 연장 그리고 평가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제 제출 

모든 과제는 학과장에 의하여 규정된 제출기일까지 대학의 eLearning 시스템인 Moodle 을 통하여 반드시 

온라인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무들에 과제를 업로드할 때에 평가를 위해서 올바른 형식으로(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MS Word 문서) 

해당 과목방에 과제를 제출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과제물은 추후에 수정될 수 

없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과제물 수정과 같은 학생들의 이메일 요청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단어 수 

단어 수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10% 범위 이내를 허용합니다. 만약 학생의 과제물 단어 수가  10% 이상/이하일 

경우 성적은 10% 감점될 것입니다(초과/미만이 더 발생할 경우 추가 10%). 

 

과제제출 지연시 페널티 

과제물 연장신청이 승인되지 않고 제출지연된 과제물은 하루에 3%, 최대 21%의 페털티(감점)가 적용됩니다. 

제출기한이 한 달 이상 지연된 에세이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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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형식 

알파크루시스 학생들은 유닛에 따라 두 가지 레퍼런스 형식, Turabian 혹은 APA Style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연장신청 

7 일간 연장요청 Seven Day Extension request: 

모든 학생들은 과제물 연장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7 일까지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양식  

http://ac.edu.au/students/forms/request_for_extension/) 

제출기한 연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됩니다. 

1. 질병 (의사소견서 제출); 

2. 극단적인 어려움 ('컴퓨터 고장'또는 '너무 많은 업무'등은 해당사항 없음); 

3.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 

해당 신청서는 과제마감일 48 시간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담당교수 혹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게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시 연장요청: 

해당 과정의 과제물을 완료하지 못할 만한 극적인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경우, 학사위원회(HESAC)의 승인 

안건으로 제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Extension’(E)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 때에 학생들은 해당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학과장과 논의하여 그 기간을 결정합니다(보통 한 학기 최대 한 달). 또한 

제출된 일부 혹은 전체 과제물은 ‘Extension’(E)등급에서 새로운 점수로 표기될 것입니다. 

연장제출에 대한 승인 없이 마감일이 지나 제출된 과제물은 늦은 날 수에 따라 3%씩 감점 처리됩니다. 

 

 

3. Assessment Grading 

성적 정책 Grading Policy 

한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성적은 해당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과제물 성적과 시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하는 각 과목에서 요구하는 해당 과제물의 목표와 관련한 기대와 학습성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집니다. 따라서 학생이 받는 그 성적은 해당 과목의 학업성과를 충족시키는 전반적인 결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적 판정은 임의적이이거나 시스템적인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적인 심의과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성적은 다른 학생들의 성적 결과 혹은 그 성적 분포와 관계없이 평가됩니다. 

성적 판정에 있어서, 등급의 부여는 해당 과제에 %로 부여될 것입니다. 

 



 

Alphacrucis | 8  

 

H.E. 과제 및 최종 성적 

학생들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 HD: High Distinction (85-100%)  

• D: Distinction (75-84%)  

• Cr: Credit (65-74%)  

• P: Pass (50-64%)  

• Satisfactory: Non-graded pass 

• F: Fail (<50%)  

 

준학사 과정 최종 성적 

• Competent (COM): 

• Not Yet Competent (NYC):  

준학사 과정 채점시스템 

• Not Yet Satisfactory (N)  

• Satisfactory (S)  

• Good (G)  

• Very Good (V)  

• Excellent (E)  

 

성적 보고서 정책 Student Notification of Grades Policy 

학장은 학생들의 학기성적 결과 보고서와 그 전산리포트를 전송할 담당자(대개는 학과장이나 교수)를 

지정합니다. 담당자는 해당 게시된 날짜까지 한 학기에 대한 평가의 전반적인 결과를 학생들에게 통보합니다.      

그 통지 결과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행정담당자들과 논의 할 수 있습니다: 

• 성적 결과: 

• 해당 과정의 지속 혹은 졸업,  

• 해당 과목의 재수강에 대한 필요성. 

 

학생이 ‘과락’ 되었을 경우, 행정담당자는 학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학장은 관련 학과장과 협의하요 

추가적인 과제가 적절한지 학생에게 조언하고, 학생은 학과장을 통해 문의합니다. 학사사정위원회(HE 과정 또는 

VET 과정)는 이 사안이 적절한지 고려합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이 제안서는 학과장에게 전달되고, 학과장은 

과제의 유형, 제출 날짜, 시간 등을 조정하여 서면으로 학생에게 통보합니다. 추가제출된 과제는 과목 

기본점수인 최대 50%의 성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Alphacrucis | 9  

 

과목 성적은 학과장이나 학교직원에 의해 학생들에게 비공식적으로 공개될 수 없습니다. 최종 성적은 학생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통보됩니다.    

 

재수강과목: 학기 과정에서 한 과목을 과락한 학생들은 학사위원회(HESAC or VETSAC)의 의견에 따라 다음 

학기에 그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해당 학생들은 이에 상응하는 보다 많은 과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 과목이상 과락한 학생들은 한 학기를 재수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목은 두 번 이상 재수강할 수 없습니다(즉, 같은 과목을 세 번 수강신청하는 경우).   

 

 

4. 과락된 과제 Failed Assessment 

과락된 과제 혹은 과목 Failed Assessments or Subjects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의 모든 항목을 통과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50% 이상의 누적 점수를 

받아야만 그 과목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과목에서 50% 이상을 받지 못해 과락 했다면 

성적증명서에 ‘Fail’을 확정받게 됩니다. 

학생이 100 레벨 과목의 완료된 과제에 대해 ‘Fail’을 받은 경우, 담당 교수는 학생이 평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믿는다면, 학생에게 그 과제에 대해 재제출(re-submit) 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은 ‘In Progress’ 등급을 부여받고, 과제를 재제출할 수 있도록 성적 서 notification of 

the grade 에 따라 한 달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재제출한 과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omplete’ 등급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인 50%의 점수로 대체될 것입니다. 한 달 이내에 과제를 재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학생은 ‘과락’을 받게 됩니다. 재제출은 한 과목당 한 개의 과제만 허용되며,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Fail’로 처리됩니다. 

만약 학생이 그 과목을 재수강하기를 원한다면, 전체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모근 강의에 출석하고 모든 과제를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만약 학생이 한 과목을 세 번째 재수강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항에 대하여 ‘대학 이의 신청 규정’(the College’s Appeal regulations)의 조건에서 개인 사정 또는 제출기한 

불이행에 대해 정상 참작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기타 평가와 관련된 정보 Other Assessment Related Information 

학점 이수 정책 Credit Point Completion Policy 

학생이 과목을 만족스럽게 완료했는지에 대한 결정은 학장의 건의로 학술위원회(Academic Board)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과목을 만족스럽게 완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당 과목에 배당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합니다: 

• 수업에 참석 (출석 정책에 따라); 

• 모든 과제물을 완료 (평가 정책에 따라); 그리고 

• 모든 평가에서 교수가 제시하는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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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그 과목이 요구하는 것을 완수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과목에서 추가적인 

과제와 관련하여 담당교수에게 과제마감일 이후 7 일 이내에 그 상황을 서면으로(의사 소견서 혹은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학과장은 해당 학생의 과제를 평가할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학생에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란 아래와 같은 환경이 발생한 경우에 오는 결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예기하거나 회피 혹은 조심하였음에도 합리적이지 않게 발생한 경우 

• 학생의 통제 할 수 없는 상황 

• 효과적인 학업을 위한 학생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방해가된 경우  

• 요구되는 학업을 성취하거나  

• 다른 방법으로 과목 혹은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과를 충족시키는데 방해되는 상황. 

 

평균성적 산출 정책 Grade Point Average (GPA) Policy 

학점평균(GPA)은 평균학점으로 연구과정 입학이나, 교차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합니다.  

알파크루시스 대학 GPA 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GPA=4h+3d+2c+1p / E 

• h 는 H 성적 취득 과목 수,  

• d 는 D 성적 취득 과목 수,  

• c 는 C 성적 취득 과목 수,  

• p 는 P 성적 취득 과목 수,  

• E 는 등록 총 과목 수 (W 성적 과목은 제외) 

 

학업과 과제준비에 대한 특별 요청 Special Needs Learning and Assessment Provisions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경우에 따라 학업과 과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요청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장애 또는 질병에 대한 건강 전문담당자의 소견서를 제공해야합니다. 이후 

학생편의에 관하여 입학담당관과 논의하게 될 것이며, 승인을 위하여 학사 위원뢰에 제출될 것입니다. 

 

Topic 7  

Library and Study Skills 

본 페이지에서는 학업을 시작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습방법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독서, 폭넓은 연구, 논리적 글쓰기 등 보다 많은 

팁들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에세이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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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문헌 형식 – Turabian style & APA Layout - 표지양식, 본문양식 

2)  Moodle 사용 - Electronic Submission of Assessments 

3) 표절 

4) Turnitin 

5) 과제물 연장신청서 

6) 도서관 이용방법 

 

 

Topic 8 

출석  

수업 출석률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학생은 개인적으로 수업 출석률을 잘 관리 하셔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수업 출석률은 80% 이상입니다. 출석률이 8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해당 과목은 자동 Fail (F) 처리 

됩니다. 

학생은 출석률 80%를 만족시켜야하며, 이에 못미칠경우 서면으로 결석에 대한 경고이메일을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ac.edu.au/ppm/subject-attendance-policy/ 

학생의 품행 http://ac.edu.au/ppm/student-conduct-policy/ 

 

 

Topic 9 

행정사항 – 졸업 

아래의 사항과 같이 졸업가능하신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과 규정에 따라 코스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미지불 학비가 없어야 합니다. 

3. 현재 보류 혹은 정학처분에 무관하여야 합니다. 

 

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수 있으며,  http://ac.edu.au/ppm/graduation-policy/  

혹은 http://ac.edu.au/ppm/issuance-qualification-policy/ 

자세한 졸업 안내는 행정팀에 의해 이메일로 안내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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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0   

유학생 

아래의 내용은 유학생에 대한 호주정부 규정에 따른  AC 의 학업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알파크루시스신학대학은 유학생들을 환영하며, 학교 입학은 ESOS 법률에 의해 이행되어집니다.  

http://ac.edu.au/ppm/international-student-policy/ 

 

2. 입학허가서 

입학원서 접수이후 Letter of Offer 에 동의하여 서면으로 알려주시며 입학금과 첫학기 학비 결제 이후 

입학허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http://ac.edu.au/ppm/international-student-confirmation-enrolment-polic/ 

 

3. 유학생환불(Refund Policy for International Students)절차  

- 이민성에서 학생비자 거절/ 직계가족의 장기적인 병 또는 장애가 발생/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학비환불은 전액 환불되지만 $100 의 입학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그러나 위의 이외에 사유로 학업을 취소할 경우 (4.5 년 package 과정 제외) 에는 최소 개강 28 일이전에 

본교에 자퇴서 (Withdrawal Form) 를 제출하셔야만 학비의 10% (cancellation fee) 제외한 학비 환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개강일 최소 1 일에서 27 일이전에 학업을 취소할 경우 학비의 25% (cancellation fee) 제외한 학비 환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개강일 이후 Census date 이전까지 본교에 자퇴서 (withdrawal form) 를 제출하실 경우 학비의 50% 

(cancellation fee) 제외한 학비를 환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Census date 이후에는 학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환불절차에 대한 정보는 http://ac.edu.au/ppm/refund-policy-international-students/ 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4. 유학생 전학절차 

AC 에 등록한 유학생은 개강이후  6 개월은 AC 에서 학업을 마치셔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만 전학이 

허용되는데 아래의 링크에서 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ac.edu.au/ppm/international-student-

transfer-policy/   

위의 사항이 충족되면 학교에서 Letter of Release 를 드리게 되며 전학이 가능해 집니다. 

6 개월 이후 전학하실경우에는 Letter of Release 없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정보 

유학생 교육 서비스 법(ESOS)은 아래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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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regulatory-information/Education-Services-for-Overseas-Students-ESOS-

Legislative-Framework/ESOSQuickInformation/ESOSEasyGuide/Pages/ESOSEasyGuide.aspx 

호주이민국 웹사이트 

http://www.border.gov.au/ 

 

 

Topic 11 

학업 부정행위 및 학과 진행 Academic Misconduct & Course Progression 

이 항목에서는 학업 부정행위(표절을 포함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이 사항이 여러분이 알파크루시스 

대학에서 학업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제적처리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학사진행 조정과정(Academic 

Progress Intervention Strategy)은 학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과락처리될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학업 부정행위  

학업 부정행위 Academic Misconduct (반복적인 시험 부정행위 및 공모 그리고 표절): 학업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 두 번 이상의 입증된 시험 부정행위 및 공모 그리고 표절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학생은 영구적으로 

대학에서 퇴학됩니다. 퇴학처리된 학생은 추후 대학의 어느 과정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졸업 Graduate: 대학은 학생의 학위(혹은 대학에서의 다른 학위와 관련하여) 또는 실제적으로 주장 되거나 

최종적으로 증명되어진 학생의 학업 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관련된 학생은 해당 어느 과목 혹은 졸업한 그 학업 과정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하여 ‘Failed’로  

         기록됩니다. 

• 수여된 학위는 취소됩니다. 

• 해당 학생의 이름은 대학의 졸업 명부에서 삭제됩니다. 

• 학생은 대학의 졸업증 및 최종 성적증명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학업 부정행위에 대한 보고 Report of Alleged Academic Misconduct 

- 의심되는 학업 부정행위에 관한 정보나 증거는 가급적 빨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건 

이후 3 주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학과장은 3 주 이상된 관련된 정보나 증거를 수용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학과장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작업한 아이템, 

시험 용지, 모임 기록, 관련된 학생의 전화녹취록, 이메일을 포함한 편지의 복사본 등 관련 문제와 그 이전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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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및 결과 Outcome of an Inquiry: 

학과장(또는 해당되는 경우, the Chief Academic Officer)은 예비조사 및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학생에게 권고, 주의 또는 징계 조치; 

• 관련 과목(들) 과락처리 되고 주의 또는 징계 조치; 

• 해당 과목(들) 과락처리; 

• 해당 과목(들) 과락처리 및 특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대학에 재등록할 수 없음. 

 

페널티 결정시 학과장이 고려해야 할 것은: 

• 학업 부정행위의 심각성 

• 학생이 성취한 학업과정의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격과 배경 

• 대학에서 이전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주의: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고 결정을 내린 후에, 학과장(또는 해당되는 경우, the Chief Academic Officer)은 

결과보고서를 통지합니다. 해당 학생에게 이의신청 권리와 항소 절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보고의무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학생의 기록이 적절하게 표기되고 시행된 그 결정을 보증하기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재등록이  배제 결정되는 경우, 최고 학술 책임자는 대표 이사에게 통지합니다. 

 

 

2. 학과 진행과 학업 중재 Course Progression and Academic Study Interventions 

만족스러운 학업 과정을 위해: 

• 매 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의 50% 이상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현재 학업 중재 중에 있는  

         학생은 제외). 

• 첫 혹은 두 번째 등록한 필수 과목들은 성공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이것은 한 번 이상 과락  

         되어서는 안되는 과목). 

• 출석일 수 80%. 

• 기초필수, 전공/부전공 요구 그리고 학위 규정에 아웃라인되어 있는 다른 요구사항들을 포함하는  

         연계된 학과정을 따릅니다(프로그램 핸드북 참조). 

 

학업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는 위험요소들: 

• 매 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의 50% 이상을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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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과목의 첫 수강에서 과락된 경우(H.E. only) 

• 출석일 수 80% 미만 

• 과정의 요구사항들 혹은 학과장과 상의된 조건부 규정들에서 연계된 과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학업과정에서 과락되는 경우: 

• 현재 학업 중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필수 과목의 두 번째 수강에서도 과락된 경우(H.E. only) 

 

프로그램 핸드북에 명시되어 있는 각 과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이해하고 충족해야 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소정의 기간 내에 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학위는 학사 위원회에서 규정한 전공과 부전공 연계, 몇몇 과목 레벨에서 기초필수 과목들, 전문적인 실습 

과목들 중 일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학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업 고충과 이의신청 정책에 

언급된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학업 진행 중재 정책 Academic Progress Student Intervention Policy 

학업 진행 중재 정책은 만족스러운 학업과정 진행을(학과 운영 규정 참조) 유지하는 데에 실패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을 위해 이행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 매 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의 50% 이상을 과락 

• 필수 과목의 첫 수강에서 과락된 경우 

• 출석일 수 80% 미만 

• 과정의 요구사항들 혹은 학과장과 상의된 조건부 규정들에서 연계된 과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학업 또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예, 장기적/정기적인 과제물  

         연장요청, 재정적인 어려움) 

 

중재 절차 Intervention Procedure 

매 학기 중 혹은 학기말 성적 모니터링에서 학생이 만족스게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업중재 대상임을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arly Warning Notice’는 다음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학생의 학업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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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상황이 왜 충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  

•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 목회적 조언 그리고 온라인이나 개인적 지원시스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예,  Study skill 웹사이트, 학과장 면담) 

 

이때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언이 주어집니다: 

• 학과장이나 학장과 학업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 

• 학업량을 줄임 

• 휴학 

• Study skills 또는 영어 지원을 받음 

• 출석율 향상 

• 적합한 대체 과목이나 학업과정에 배치 

• 학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목회적 도움을 추천 

• 위의 사항들을 조합하여 안내 

 

만족스런 학과과정을 유지하지 못하여 과락된 경우 학생은 해당과정에서 제외됩니다(유학생의 경우 모든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 PRISMS 을 통해 보고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학업 이외의 과정으로 수료일정이 지연된다면 대학은 수료일을 수정하여 새로운 CoE 발행해 

PRISMS 에 등록합니다. 

 

학업진행 중재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다음 학기/분기 내부 모니터링에서 학업진행 상황을 검토받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1. 성공적인 수행: 학생이 만족스런 과정 진행을 이룬 경우 

• 학생은 학업중재과정에서 제외됩니다. 

• 학생은 정상적인 등록절차가 허용됩니다. 

2. 비성공적인 수행: 학생이 만족스런 학과진행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되거나 (과정진행 규정 참조) 

학업진행중재과정의 다른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학생은 수상에서 제외되며 재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clusion from Subject and Course Policy’ 참조 

 

수강과목과 학업과정에서 제적처리: 학업과정 불이행 정책 

Exclusion from a Subject and Program: Un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Policy 

학업 불이행 제적처리는 한 과목이나 과정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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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목에서 제적되는 경우: 

고등교육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한 과목을 두 번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과목에서 두 번을 과락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그 특정 과목에 대한 추가적인 학업에서 

제적됩니다. 

• 만약 그 과목이 선택과목이거나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과목이 아니라면, 해당 학생은 학과 진행 

전체를 충족하는 것에 따라 그 과정을 유지하도록 허용될 것입니다(Course Progression Policy 참조) 

• 만약 그 과목이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과목이라면, 전 과정에서 제적됩니다(아래 참조). 

1. 해당 과목에서 학생의 제적여부를 확인 

• 만약 선택과목이라면, 학생은 만족스런 학과 진행을 하는 것에 따라 그 과정에 남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그 과정의 핵심과목이라면, 전 과정이 제적처리 됩니다. 

         (아래에 있는 Exclusion from a Program 을 참조) 

2. 해당 과정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재등록을 허용 

학생이 등록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목들에서 요구사항의 완료에 처음 또는 반복적인 불법 공모에 연루, 시험 

부정행위 등의 상황에 따라 학생의 재등록은 제적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 제적되는 경우: 

불만족스런 학과진행: 

학생이 학과 진행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Course Progression Policy 참조): 

(a) 한시적 등록허용(한 학기에 해당) 또는 

(b) 학업진행 중재과정의 수행 이후(연속 두 학기 학업에 해당), 해당 과업 과정에서 제적(Academic Progress 

Intervention Policy 참조)     

 

절차 Procedures 

과목 또는 과정에서 제적 

해당 학생은 학과 제적 통지서를 통해 등록을 취소한다는 대학의 취지를 통보받을 것입니다. 

i. 만약 유학생이라면, ‘Notice of Intent to Report’사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통지를 받으면 학생들은 대학 이의신청 과정을 위해 20 일의 기간을 가지며, 서면으로 왜 본인이 

학업과정에서 제적되어서는 안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이를 수렴하고 결정할 Higher Education 

Student Affairs Committee (HESAC) 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tudent Affairs Committee 

(VETSAC)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i. 학생의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기록하지 못한 담당자의 실수  

ii. 정상이 참작되거나 강제적인 상황 때문, 혹은  

iii. 담당자가 학생에게 가능한 중재과정이나 다른 문서화된 규정과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생이 이의 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HESAC 또는 VETSAC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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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의 제외여부를 확인 (학생의 이의  

§ 학생의 등록이 종결되었음과 그 이유가 서면으로 통보되었는지 

         § 유학생이 제적된 경우: 

       - AC 는 불만처리절차 접수와 내부검토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유학생 등록  

         취소를(PRISMS 를 통해) 20 일 이내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이 완료되고 학생이 해당 과정을 성공적으로 지속하는데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어지면, AC 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PRISMS 을  

         통해 이것을 보고할 것입니다. 

§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하지 못한 이유로 제적된 학생들은 해당 과정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AC 의 어떤 

학위과정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제적된 학생들은 AC 를 통하여 학습 및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될 것입니다. 

2) 학생의 학과진행이 정상이 참작되거나 강제적인 상황에 영향 받은 것이라면 다음 학기에 재등록이 

허용됩니다. 학생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다른 학업진행 중재과정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Academic Progress Intervention Policy 참조). 

§ 다음학기 등록 말에 성적 내부 모니터링에서, 해당 학생은 다음과 같이 판명됩니다: 

 i. 과정 진행이 만족스럽게 유지된 경우: 

  § 학업진행 중재과정의 요구사항이 없어짐 

  § 학생은 정상적인 등록이 허용됨 

  § 유학생의 경우: 과정 완료 시기의 변경을 반영하여 PRISMS 에 기록하고,  

               새로운 CoE 를 발행 

 ii. 만족스러운 진행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학생은 과정에서 제적되고 서면으로 확정(위의 절차를 참조) 

만약 학생이 20 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생이 과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과정의 제적은 서면으로 

확정됩니다. 유학생 통지서는 즉각적으로 PRISMS 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Topic 12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ac.edu.au/ppm/privacy-policy/ 

학생기록관리  

모든 학생에 관한 기록은 행정실에서 담당하며,  주소 및 이메일의 변경사항을 포함한 개인사항의 변경을 

문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메일 혹은 리셉션의 문의요청서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ac.edu.au/ppm/student-records-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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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3 

고충처리와 이의신청 

AC 는 개인에 관계된 직접적인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길 원합니다. 불만사항은 학교에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보고 되어지며, 이것은 학생, 성적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비학문적 불만사항 

1. 학생 불만사항 정책 – 비학문적 불만사항 

http://ac.edu.au/ppm/grievance-policy-non-academic-grievances/ 

2. 괴롭힘, 따돌림과 불법적 인종차별 방침 

http://ac.edu.au/ppm/harassment/ 

3. 성희롱 

http://ac.edu.au/ppm/sexual-harassment-policy/ 

 

학문적 불만사항 

유학생의 건의 및 이의제기 Complaints & Appeal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유학생은 AC 의 불만고충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유학생이 어떤 이유에서 건의 및 이의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은 National Code 에 따라 

외부 건의 및 이의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결정사항에 이 건의 및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한다면 학생은 유학생 옴브즈맨(Overseas Students Ombudsman)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옴브즈맨은 무료이며 독립적입니다.. www.oso.gov.au 또는 전화 1300 362 072 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Topic 14 

추가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Bachelor Program & Graduate, Master or Doctoral Program  

행정담당 리베카 정간사– Rebecca.cheong@ac.edu.au  혹은 +61 2 8893-9080 

아카데믹 Assistant 김경식간사 – Kyoung.sik@ac.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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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cruciscollege 

 

30 Cowper Street  

Parramatta NSW 2150 

 

Phone: (02) 8893 9000 

Fax: (02) 8893 9099 

Email: info@ac.edu.au 

Website: ac.edu.au 

 

PO Box 337 

Parramatta  NSW  2124 

 

CRICOS Provider Number: 00958A 

CRICOS Provider Name: Alphacrucis College Ltd. 

http://www.scc.edu.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