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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영 인사 
 

알파크루시스 대학 한국어 학부는 지난 23 년 동안 한인 교회와 이민 사회를 위해 학문적인 교육과 전문적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복음주의 명문신학 대학교입니다. 본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앞서가는 학문 연구와 실질적인 

사역실습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쓰임받고 성장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원을 지원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업하게 되는 기독교학 석사 (Master of Arts) 과정에서는 신학을 바탕으로한 Christian Studies, History, 

Cross-cultural Ministry, Communication, Pastoral Ministry  등 각 전문분야에 대한 기독교적 학문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학석사 (Master of Theology) 과정은 Biblical Studies, Christian History, Theology 등을 전공분야로 

하여, 호주 내의 다문화 사역과 이민교회를 위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핸드북은 석사과정에 필요한 행정 안내와 본교의 교육시스템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한국어 학부 담당 교직원   
 

Rev. Dr. Stephen Fogarty   스티븐 포가티 교장  

Principal, Acc. Professor in Theology 
 

Rev. Dr. David Kwon   권다윗 학장 

Dean of Korean Campus 
 

Rev. Hanna Kwon   권한나 교수, 학생처장 

Korean Student Dean 
 

Dr. Yong-Sun Yang   양용선 교수, 신학부장   

Head of Theology in Korean Campus 
 

Rev. Yung-Hun Choi   최영헌 교수, VET 학과장 

Head of VET in Korean Program 
 

Rev. Dr. Ki-tae Song   송기태 간사, 원격교육학부장 

Director of Online Program in Korean Campus 
 

Rev. Kyoung Sik Kim   김경식 간사, 한국어과정 프로그램 실장 

Program Coordinator in Korean Campus 
 

Dr. Hyo Seon Lee   이효선 간사, 교회음악과장 

Coordinator of Music program in Korean Campus 
 

Rebecca Cheong   레베카 정 간사, HE 과정 행정   

Program Administrator in Korean Higher Edu. 
 

Sunny An   써니 안 간사, VET 과정 행정 

Program Administrator in Korean VET. 
 

Joseph Yu   조셉 유 간사, 리셉션 

Korean Receptionist    

Hannah Chang   장지혜 간사, 도서관   

Korean Library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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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 년 1 학기 Ca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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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8 년 1 학기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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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 과정 안내 

4.1 본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School of Christian Studies 

 Bachelor of Ministry / Bachelor of Theology  

 Master of Arts / Master of Theology / Master of Philposophy  

 Doctor of Ministry / Doctor of Philosophy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Bachelor of Business / Bachelor of Business / Bachelor of Ministry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Leadership  

 Master of Leadership / Master of Teaching (Primary) / Master of Arts 

4.2 Post-graduate 대학원과정 

Master of Arts 기독교학 석사과정  

 풀타임: 1.5 년 혹은 2 년 / 파트타임: 3 년(최대 7 년) 

 이수과목(12subjects): 필수- RES401/THE401, 선택필수-RES405, 선택-8 과목, 졸업논문 RES500 

Master of Theology 신학 석사과정  

 풀타임: 1.5 년(MA+MTh 총 기간 2.5 년) / 파트타임: 최대 7 년 

 이수학점(120credit points): 필수-연구방법론 RES601(20c)/졸업논문 RES602(40c),  

                        전공-THE601/602 혹은 BIB601/602(40c), 선택 1 과목(20c)    

4.3 졸업논문 진행절차: MA 과정 RES500 or MTh 과정 RES602 

MA 과정 학생들은 졸업논문 RES500, MTh 과정 학생들은 졸업논문 RES602 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강 신청 후, 졸업논문 주제 결정  

a. 이 주제는 관심 있는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것으로 담당교수님과 상의하십시오. 

2) 졸업논문 프로포잘을 제출 

a. 다음 학기 개강 3 주 전까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b. MA 과정: 1000 단어 / MTh 과정: 2000 단어 

c. 프로포잘 양식은 학교 웹사이트 http://ac.edu.au/documents/korean-documents/ 또는 무들 

과목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프로포잘 검토 

a.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프로포잘을 검토한 후 승인하게 되며, 

b. 논문 주제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합니다. 

4) 프로포잘 승인 후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5) 지도교수 면담일지(Supervision meeting Form) 작성  

a. 학기 중, 논문지도교수와 정기적으로 만나 논문지도를 받고 일지를 작성합니다. 

b. 만약, 졸업논문에 리서치 참가자로부터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한다면 Ethical Approval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6) 논문제출 

a. MA 과정 RES500 은 졸업논문 8000 단어/영문요약본 1000 단어 제출, 논문발표에 참석 

b. MTh 과정 RES602 는 졸업논문 25000 단어/영문요약본 1000 단어 제출, 논문발표에 참석 

c. MTh 과정은 연구방법론 RES601 을 수강하고, 500 단어 분량의 영문프리젠테이션을 제출 

d. 논문양식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졸업논문과 영문요약본을 무들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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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Master of Arts 과정 수강과목 

총 이수과목: 12과목(120 credit points)  * 과목당 10 credit points  

필수 2과목 THE401, RES401 +선택필수 RES405 + 선택 8과목 + 졸업논문 RES500                          

Year 1 

 수강과목 

RES401 Postgraduate Research and Writing 

THE401 Christian Worldview 

 

  

  

  

  

Year 2 

수강과목 수강과목 

  RES500 Independent guided research project 

    

    

    

전체과목 리스트 

 ANL401 Old Testament  Hebrew 1 

 ANL402 New Testament Greek 1 

 ANL501 Old Testament  Hebrew 2 

 ANL502 New Testament Greek 2 

 BIB401  Introduction to the Bible 

 BIB502  Interpreting Scripture Today 

 BIB510   Old Testament Poetry 

 BIB511 Old Testament Prophets 

 BIB532        Isaiah 

 BIB549        Biblical Theology 

 BIB550 Reading the Synoptic Gospels 

 BIB551 New Testament Letters 

 BIB554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BIB562        Romans and Galatians 

 BIB563        I & II Corinthians 

 BIB590 New Testament Field Study 

 BIB592 Old Testament Field Study 

 CCM401 Introduction to Cross Cultural         

                  Ministry 

 CCM504 Church Planting in   

                  Contemporary Christianity 

 CCM506 Invative Practice in Cross  

                  Cultural Ministry 

 CCM507 Missions from the Majority  

                  World 

 CCM510 Cross Cultural Ministry Field  

                  Practicum 

 CCM592 Cross Cultural Ministry Field  

                  Study 

 COM504 Preaching and Public  

                  Communication 

 HIS401 History of Christianity 

 HIS501        Christianity in Australia 

 HIS510 Renewal Movements in  

                  Christianity 

 HIS520        Women in Christian History 

 MIN401 Foundations of Pastoral  

                  Ministry 

 MIN402 Christian Spirituality 

 MIN506       Healing Ministry 

 RES401 Postgraduate Research and  

                  Writing 

 RES405        English for Theological  

                  Purpose 

 RES500 Independent Guided Research 

 RES501        Research Project 

 THE401 Christian Worldview  

 THE501 Christology 

 THE502 Trinity and Creation 

 THE503 Spirit and Church 

 THE510 Theology and Popular Culture  

 THE520 The Church and Social Justice 

 THE550        Theology and Economics 

 XXX582 Colloquiu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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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Master of Theology 과정 수강과목 

총 이수 학점: 120학점(credit points)  * 과목당 20 credit points  

                  RES601(20cp) + RES602(40cp)+ 전공 2과목(40cp) + 선택(20cp) 1 or 2  

* 필수과목: RES601 Research Methods, RES602 Research Project 

* 전공과목은 THE601 / THE602 혹은 BIB601 / BIB602  

* 선택과목은 MA과정 500 levels(10cp) 과목에서 수강할 수 있음     

* MA과정 수료자는 RES601 + RES602 + 전공(40cp) = 총 100 credit points 수강 

            

Year 1 

 수강과목 

RES601 Research Methods 

 

  

  

  

Year 2 

수강과목 수강과목 

  RES602  Research Project 

    

    

전체과목 리스트 

 

 BIB601        Methods in Biblical Studies 

 BIB602 Seminar Presentation of Research in Biblical Studies 

 HIS601 Theory and Practice in Christian History  

 HIS602 Producing Christian History  

 HIS603 Pentecostalism in Australasia  

 THE601 Theologians: Method and Meaning  

 THE602 Seminar Presentation of Theological Research  

 RES601 Research Methods 

 RES602 Research Project 

 XXX610 Independent Guided Study in...... 

 XXX611 Colloquiu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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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스등록 및 행정 관리 

5.1 코스 등록 및 과목 변경 Changing Study Programs and Courses 

코스를 변경하거나 (예, 준학사과정에서 학사과정으로) 등록된 과목을 변경할 경우 ‘Variation of enrolment form 

(수강신청 변경 양식)’ 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십시오.  

등록이후 학기가 시작하고 첫째주 안에 과목을 변경할시엔 Penalty 가 부과되지 않으나  둘째주 부터는 과목변경시 한 

과목당 $200 의 Penalty 가 부과되며 학기 시작 후 14 일후인 Census Date 수강신청변경마감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 휴학 및 취소 Withdrawal 

휴학 및 학과 과정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 마감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학생의 성적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학비 환불 신청은 가능하지만, 단 $200 의 행정비가 부과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육 시스템 마감일 이후에 휴학 및 자퇴하는 학생에게는 학비 반납이 불가능하며, 수강 신청한 모든 과목들은 

“F 또는 과락”으로 표기 될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http://ac.edu.au/ppm/refund-policy/ 

5.3 강의 출석 및 결석 Attendance 

본교 규정에 따라 수업 참여 과정의 모든 학생들은 모든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80%미만의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과락’ 처리 될 것입니다. 본교는 호주 교육부의외국인 학생 규정에 따라 출석률 저하로 낙제 당한 유학생들을 반드시 

호주 이민국 통보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지 바랍니다.  

온라인 학생은 Moodle 에 접속하여 하는 모든 활동(Activity Report from ‘Outline Report’ and ‘Complete Report’)을 

참고하여 출석 및 결석을 확인합니다. 

5.4 학생변동사항 

2012 년 7 월 1 일부터 유학생에 관한 모든변동사항은 3 일이내에 각 교육기관에서 이민성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사항에대해 이민성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이에 대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학생은 

개인의 변동사항이 있을시 즉시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소및 개인연락처변경, 사고와 병가로 인한 

결석사유) 

5.5 채플 및 기타 공식행사 참석 

학생들은 채플 (예배) 및 공식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채플도 출석률에 들어갑니다. 

5.6 행정서류 요청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결석사유서 발급 및 제출 그리고 새로운 주소 및 연락처 변경사항 보고 개별상담신청 

등은 리셉션에 마련된 문의 요청서(Request Form)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물 연장은 위 서류에 기재한 후 별도의 ‘과제물제출 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5.7 Fee Help 신청 

Fee Help 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학생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Form 을 작성하여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s://fs25.formsite.com/AlphacrucisCollege/form62/index.html 
Fee Help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ac.edu.au/www/upload/documents/2016/November/2016_FEE-HELP_Booklet.pdf 

 

 

https://fs25.formsite.com/AlphacrucisCollege/form62/index.html
http://ac.edu.au/www/upload/documents/2016/November/2016_FEE-HELP_Bookl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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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적 시스템 

6.1 학업 소요 시간 및  평가 

학업 소요 시간 기준에 따라 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업소요시간은 해당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학생에게 요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각 과목은 해당 학점이 있고 안내시간, 수업시간, 개인 학업시간, 그리고 

평가 등 Alphacrucis Flexible Delivery Framewor 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 강의시간이 줄어들면 평가수준, 개인 

독서, 관련 과제 등은 많아집니다. 

6.2 학기 과제물, 집중강의, 온라인 강의 과목 

풀타임은 학과장 (Program Director)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학기당 40 학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과장은 

이전 성적을 고려해서 추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유학생들의 온라인강좌 수강은 전체 학점의 25%까지 가능합니다. 매 학기 말에 유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입학허가서 유효기간(eCOE) 안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온라인 강좌가 전체 학점의 25%가 

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6.3 출석률및 결석 

대면수업(face to face)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은 학과목의 모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출석률이 80%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과목이 자동적으로 과락처리됩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CRICOS 기준에 따라 해당 학생이 출석률 준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는 이민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4 과제물과 평가 

6.4.1 과제물제출 

모든 과제물과 논문은 무들(Moodle)을 통해 화일로 해당 전자과목방에 과정코디네이터 혹은 지도교수가 정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들에 과제물을 제출할 때는 MS Word ( .doc 혹은 .docx 다른 안내가 없다면) 양식으로 제출해 평가를 받습니다. 

제출된 과제물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제물 제출 후에 과제물 정정 요청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단어수:  단어수는 10% 정도 자유 재량이 있습니다. 10% 이상 단어 수에 증가 감소 등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은 성적에서 10% 감점됩니다. (추가 증가 혹은 감소 등 10% 변동 발생시 추가 10% 성적 감점이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 과제물 제출의 경우에는 연장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에 3% 감점이 있게 되며 최대 21% 

까지 벌점이 부과됩니다. 마감일 1 주일 후에는 과제물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2 과락 과제물및 과목 

과목에서 부과되는 모든 과제물을 통과해야하는것은 아니지만, 총점 기준으로 50% 이상되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총점이 해당 과목 기준 50%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적표에 과락(Fail) 으로 표기됩니다.  

400 레벨 과목에서 과락이 생긴 경우에, 해당 교수가 학생의 학업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학생에게 과제물을 다시 재출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 성적은 In Progress 

로 처리되며, 과제물 재제출 통보후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다시 제출된 과제물이 기준에 맞을 경우 

보류된 성적은 최대 50% 점수가 부여됩니다. 만일 한 달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락 처리됩니다. 해당 

과목에서 한 가지 과제물 만을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과제물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는 

과락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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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목을 다시 수강하기를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비를 납부하고 모든 수업에 참여하며 모든 과제물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회에 한 해서 재수강 가능합니다. 3 회에 걸쳐 재 수강하기를 원하는 경우, 학생은 

학과장에게 서신으로 대학의 Appeal 규정(Policy and Procedure Manual 참조)에 따라 개인적 상황 혹은 과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5 성적평가제도 

6.5.1 Fail (0-49%) 

아래의 경우에는 과락처리됩니다.  

• 인용, 참고문헌, 각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표절을 한 경우.  

•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의 독창적 사고가 결여되고 관련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개요가 분명하지 않고 논리전개에 일관성이 없고 논리성이 부족한 경우 

• 문장 구사가 부족하고, 철자및 문법에 오류가 많은 경우 

• 관련 문헌에 대한 참고자료가 부족하고 주요 일차자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차자료도 빈약한 경우 

 

6.5.2 Pass (50-64%) 

아래의 경우에는 Pass 처리됩니다. 

• 인용, 참고문헌, 그리고 각주 관련 형식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시된 주제를 소화하며 일정수준의 독창적 사고와 관련자료 토론이 제시된  

       경우 

• 명확한 개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주장을 끝까지 잘 유지한 경우 

• 개념을 명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보이고 철자 및 문법 등이 적합한 경우 

• 충분한 관련 이차자료를 참고했지만, 일차자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경우 

 

6.5.3 Credit (65-74%) 

아래의 경우는 Credit 처리됩니다. 

• 인용, 참고문헌, 그리고 각주 관련 형식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폭 넓은 독서를 바탕으로 제시된 주제를 소화하며 일정수준의 독창적 사고를 

    전개하며 주도적인  관련 자료 토론이 제시된 경우 

• 명확한 개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주장을 정교하게 잘 전달하는 경우 

• 개념을 명확하고 재능있게게 사용하는 능력을 보이고 철자 및 문법 등에 오류가 적은 경우 

• 충분한 관련 일차 및 이차자료를 참고한 경우 

 

6.5.4 Distinction (75-84%) 

아래의 경우는 Distinction 처리됩니다. 

• 인용, 참고문헌, 그리고 각주 관련 형식 요구사항을 만족스럽게 충족한 경우 

• 질문과 주제를 충분히 폭넓게 이해하고 폭 넓은 독서를 바탕으로 제시된 주제를 깊이있게소화하며 

    고급 수준의 독창적 사고를 전개하며 주도적인  관련 자료 토론이 제시된 경우 

• 명확한 개요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주장을 전개하며 관련 분석을 학제간 적용한 경우 

• 개념을 명확하고 재능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보이고 철자 및 문법 등에 오류가 없는 경우 

• 충분한 관련 일차 및 이차자료를 참고하며 비평적으로 상호 논점 교류가 가능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자료를 연관시켜 분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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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High Distinction (85-100%) 

예외적으로 탁월한 과제물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Distinction 요건을 충족하고 학제간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소화하고 해당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양한 정보를 정교하게 다루면서 학문적 토론 분야를 잘 숙지하고 방법론과 

개념적 툴을 능숙하게 구사하며 높은 수준의 창의적 사고와 교류를 나타내는 경우. 

 

6.5.6 학점 평균 (Grade Point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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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크루시스 대학 GPA 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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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학생이 8 과목을 이수하고 두 과목 HD, 두 과목 D, 두 과목 C 그리고 두 과목 P 인 경우 학점평균, GPA, 

는 4*2+3*2+2*2+1*2 / 8= 2.5 (학점평균)로 계산됩니다.  

6.6 이의 제기 Appeals 

교수진 특히 아카데믹보드는 모든 학생들의 성적 조정에 책임이 있으며 비교성, 타당성, 신뢰성 등을 관리 

감독하고 최종 성적 결과가 준비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최종 결과는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학생은 성적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성적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6.6.1 채점자와 상담 

• 채점에 오류가 있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학생은 성적을 받은 후에 해당 과목의  

 채점담당자와 상의할 수 있다. 

• 이 단계는 성적 결과를 명확히 하고 부정확한 이해나 오해를 정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상담 결과 학생이 결과를 이해하거나, 혹은 채점담당자가 재채점을 결정하여 해결한다.  

       (보조 과제, 재 채점 등) 

 

6.6.2 이의신청 제기  

• 상담에 학생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은 해당 과목의 성적을 재평가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 성적 평가 결과 자료를 받은 후 14 일 이내에 신청서를 문서로 작성해 아카데믹 위원회에 제출한다.  

• 모든 신청서는 제출된 자료와 정보에 의해 처리된다. 검토(리뷰)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 검토 결과는 기존 성적과 동일하거나, 더 낮거나 혹은 높을 수 있다. 

• 검토는 관련 학과 학과장과, 채점관을 제외한 한명 혹은  두명의 교수에 의해 결정한다.  

• 검토결과 후에는 해당 학생과 관련 스텝들은 비공식적 접촉이나 압력이 없도록 한다. 

• 검토 최종 결과는 문서로 해당 학생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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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고충사항 

6.7.1 고충처리절차를 취하기 전에 

학생들은 관련 문제를 가능하면 해당 관련자와 상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6.7.2 고충 

고충이란 대학 관련 책임자에게 고충이나 불만이 접수되어 대학이 조치나 반응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불만은 학생 

관련 모든 사항및 학과 관련 혹은 비 학과 관련 사항 모두를 포함해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사항이다.  

 

6.7.3 처리과정 

학생은 관련 직원에게 고충사항을 제출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연구과정 신청 학생이 그 신청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과정후보생정책 관련 해당 웹싸이트를 

참고해 불만처리신청을 할 수 있다.    

(http://ac.edu.au/ppm/research-student-candidature-policy/).  

6.8 과제 연장 신청 

학생의 과제물 연장 신청은 윤리적이고 적절한  처리 방법에 따라 다루어집니다.  

모든 학생들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http://ac.edu.au/students/forms/requestforextention/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과제물 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픈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2) 극심한 어려움 (컴퓨터 고장이나 지나친 과로 등은 포함되지 않음) 

3) 배려적 근거 사유 
 

연장신청서는 과제물 마감 48 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양식은 해당 교수의 승인을 받도록 전달됩니다. 

예외적인 사정으로, 학생이 과제물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학생관리위원회 (Higher Education 

Student Affairs Committee: HESAC) 승인을 받아 E (Extension)으로 처리되고, 학생은 학과장과 상의하에 과제물 

제출기간을 협의합니다(통상 한달 혹은 최대 한 학기). 모든 과제물이 제출된 경우에는 Extension 학점은 새로운 

학점으로 교체됩니다. 과제 제출 마감일을 넘긴 경우에는 연장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에 3% 벌점이 

부과됩니다.  

6.9 학사 경고 The Academic Progress Intervention Policy 

학사 및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아래의 경우 학사경고 대상자로 분류되어 학업과정에 대한 안내(letter of intervention)를 

받게되며, 두 번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학위과정에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전체수강 과목의 50%이상이 과락된 경우 

2) 필수과목이 과락된 경우(필수 과목은 두 번 이상 재수강할 수 없다) 

3)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4) 입학시 서약한 사항이나 학위과정에 요구되는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반복적인 과제물연장이나 등록일까지의 수업료 납부 등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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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졸업  

졸업규정 

아래 규정들은 졸업 전 학생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학무적 요구사항에 대한 마무리 

 최조 졸업 한 주전 재정 관련 마무리 

 모든 도서 반납 

 

해당년도에 졸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Intention to Graduate 양식을 작성해 최종 학기 등록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생들은 등록사무실에서 발급한 Exit 안내 사항들을 준수하고 유지발전을 위한 과정(즉, 경험설문조사, 졸업인터뷰, 

GDS)을 따릅니다.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 레베카 간사(rebecca.cheong@ac.edu.au) 혹은 학업지원 김경식 

간사(kyoungsik.kim@ac.edu.au)에게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와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기타 온라인과정 각 분야별 지원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기술지원: 김성규 songKyu.Kim@ac.edu.au 

• 학업지원: 김경식  kyoungsik.kim@ac.edu.au 

• 행정지원: 레베카  rebecca.cheong@ac.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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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요청서  Request Form - Korean Campus 
 

 

Student Name 영문이름:                              Student No. 학번:  

 

원하시는 요청 사항  안에 (V) 표시하십시오 (Please tick all relevant boxes.) 

증명서 발급 요청  ( 3-5 일 행정 처리 기간 소요) 

 재학 증명서      이유:                                             필요한 날짜: ____ /____ 

 졸업 증명서      이유:                                             필요한 날짜: ____ /____    

증명서 제출  

  결석사유 증명서     [Medical Certificate 제출   YES/ NO ]      

         결석일: ____ /____ 부터 ____/____ 까지                  과목 이름: _________________ 

  기타: 

새로운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요청  

Address:   

Suburb:   State:  Postcode:   

Phone:    Mobile:  

Email Address:                                         @ 

문의 사항 

 개별 상담 신청                                          학점 인정 신청- 타 교육기관             

 AUSTUDY 제출용 레터 신청                          

 

 기타 문의 요청 사항: 

                    

 

Signature of Student (싸인):    ____________________     

Date (요청일): ____ /____ /_____ 

 

Office Use Only Date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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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Extension of Assignment Deadline 

(과제물제출 연장신청서) 

Allow 48 hours Process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hereby request extension for the Assignment f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ubject/Theme) 
which is due on _________________________   
 
Extensions must be applied for before the due date.  No applications made after that date will be 
considered. Please attach this form to the assignment when handing in at Reception. 
 
Extensions are granted upon the following reasons: 
1. Medical Illness (certified by certificate); 
2. Extreme Hardship;1 
3. Compassionate Grounds. 
 
Each application is considered on a case to case basis.  In the space provided below please make your 
case considering the above parameters.  Also please propose a date for when your assignment would 
be completed which must be within 7 calendar days of the due date.  No extensions of greater than 7 
days will be considered.  PLEASE NOTE: No essay will be accepted beyond this final extension 
due date. 
 
 

 
 

 
 

 
 

 
 

 
 

 
 

 
 

 
 
Date of Request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s Signature  
 
 
 
RESPONSE 
I am agreeable/not agreeable to this request for extension being granted.  The assignment must be 
lodged at Reception NO LATER th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y/Date)       (Signature)  

                                                      
1 Extreme Hardship is not: Computer breakdown, “Too much work”,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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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CRUCIS COLLEGE LIBRARY 

Application for Borrowing Status 

 
Surname:               Mailing Title:                     
 
Given Name:       
 
Sex (M/F):        D.O.B:  /       /19     .    Address:               
       
     
Student Code:                             
  
                                                                                                     State:     Postcode:  
Email:       
 
Tel: h):                  Hillsong Student?  
    
       w):          
 
       m):    
 
 
 

Borrowing Categories:    
 
  VET                                                                          BTh (Korean)  
             
  Grad Dip                     MA (Korean) 
 

Grad Cert         MTh (Korean) 
 

                Korean VET             DMin (Korean) 
 
I accept the lending conditions laid down by the Library and promise to take good care of the items 
lent to me. 
I am aware of the current Student – Library Agreement Policy and will adhere to it. 
 
 
      Sign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FFICE ONLY 

Entered by:          Date:      
 
Username:      Password:     
 
Email sent?    OR    Slip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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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olment Variation Request Form 

(코스 및 수강신청 변경 신청서) 
 

Please complete this form and return to The Korean Campus Office, PO Box 337, 
Parramatta NSW 2124 or email at korean@ac.edu.au  or  fax at  +61 2 8893 9099. 
 

Student Name                                                              Student Id No. 
 
I am enrolled in the following program (tick): 
   

      학사과정    Bachelor of Theology   석사과정  □ Master of Arts  □ Master of Theology  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준학사 과정     Cer IV in Ministry           Diploma of Ministry        Advanced Diploma of Ministry      

                         Cer IV in Music Industry       Diploma of Music Industry   Diploma of Counselling     
 
 
 

I hereby request permission to vary my enrolment as follows: 
 

  I wish to make a variation to a course enrolment as indicated below. (코스변경신청) 
 

  I wish to make a variation to a subject enrolment as indicated below. (수강신청변경)  

 

Subject Code Subject Name/Course Name Withdraw(W) / Enrol(E) Accounts $ 

    

    

    

    

 
My reasons for requesting this a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Student Date 

 

Changing Study Programs and Courses (학과정 변경-개별 상담 문의 바람): Students wanting to change their Program (e.g., 

from BAppTh to VET or vice versa) or to change their enrolment in a specific subject after their initial nomination should 
request an appointment with the Registrar before completing the necessary paperwork. The completed variation of enrolment 
form can be acquired from and returned to the Registrar. Changes made after enrolment an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erm will incur a AUD$100 fee for each such change. Changes made after the first day of semester, and before 14 days 
subsequent, will incur a fee of AUD$200. No changes can be made after the 14-day period.   

Change of subjects (수강 과목 변경 개학 후 2 주내 변경): 수강 변경 신청은 개강 후 2 주내에 접수시 처리 되며 2 주 후 부터 처리 불가                   

No student can commence classes unless tuition fees are paid. If, after 14 days of the commencement of the semester, a 
student’s tuition fees are not paid, not requested FEE-HELP or the student has not any arrangements with the College, then 
the student will be suspended from attending class. Students who are unable to pay tuition fees should contact the Registrar 
to discuss the situation.  

Withdrawal (자퇴 및 휴학- 개별 상담 문의 바람): 자퇴 및 휴학은 별도의 행정 수수료 $200 가 부가되며 나머지 학비 환불은 사무실에 문의 

바람. Withdrawing from a program unit prior to the census date for that semester is permitted without affecting the student's 

transcript. Tuition will not be refunded, and an administration charge of $200 will be incurred.  Students who withdraw from a 
subject after census date will receive a fail grade ('N') on their transcript and no refund will be paid. 

문의하신 변경 신청서의 행정 처리 기간은 5 일-7 일로 예상되며 사항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습니다. 
 

 

 
 

 

Approved by  

 
Date 

Processed by  

 
Date 

mailto:korean@ac.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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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r or Withdraw Request Form 

(휴학 및 자퇴 신청서) 

 
Please complete this form and return to The Korean Campus Office, PO Box 337, 

Parramatta NSW 2124 or email at korean@ac.edu.au  or  fax at  +61 2 8893 9099. 

 
Student Name                                                              Student Id No. 
 
I am enrolled in the following program (tick): 
   

      학사과정    Bachelor of Theology   석사과정  □ Master of Arts  □ Master of Theology  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준학사 과정     Cer IV in Ministry           Diploma of Ministry        Advanced Diploma of Ministry      

                         Cer IV in Music Industry       Diploma of Music Industry   Diploma of Counselling     

 
 

I hereby request permission to vary my enrolment as follows: 
 

  I wish to defer commencement of my studies until ……. /……. /……. (휴학 신청)  
 

  I wish to withdraw from the course indicated below. (자퇴 신청) 
 

My reasons for requesting this a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Student Date 

 

Changing Study Programs and Courses (학과정 변경-개별 상담 문의 바람): Students wanting to change their Program (e.g., 

from BAppTh to VET or vice versa) or to change their enrolment in a specific subject after their initial nomination should 
request an appointment with the Registrar before completing the necessary paperwork. The completed variation of enrolment 
form can be acquired from and returned to the Registrar. Changes made after enrolment an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erm will incur a AUD$100 fee for each such change. Changes made after the first day of semester, and before 14 days 
subsequent, will incur a fee of AUD$200. No changes can be made after the 14-day period.   

Change of subjects (수강 과목 변경 개학 후 2 주내 변경): 수강 변경 신청은 개강 후 2 주내에 접수시 처리 되며 2 주 후 부터 처리 불가                   

No student can commence classes unless tuition fees are paid. If, after 14 days of the commencement of the semester, a 
student’s tuition fees are not paid, not requested FEE-HELP or the student has not any arrangements with the College, then 
the student will be suspended from attending class. Students who are unable to pay tuition fees should contact the Registrar 
to discuss the situation.  

Withdrawal (자퇴 및 휴학- 개별 상담 문의 바람): 자퇴 및 휴학은 별도의 행정 수수료 $200 가 부가되며 나머지 학비 환불은 사무실에 문의 

바람. Withdrawing from a program unit prior to the census date for that semester is permitted without affecting the student's 

transcript. Tuition will not be refunded, and an administration charge of $200 will be incurred.  Students who withdraw from a 
subject after census date will receive a fail grade ('N') on their transcript and no refund will be paid. 

문의하신 변경 신청서의 행정 처리 기간은 5 일-7 일로 예상되며 사항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습니다. 

Approved by  

 

 

Date 

Processed by  

 

 

Date 

mailto:korean@ac.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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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졸업논문 Research Project 진행절차 

Master of Arts / Master of Theology in Korean Campus 

 내  용 날짜/확인 

1. 수강신청  MA – RES500 / MTh – RES602 
 

2. 프로포잘 제출  학기 개강 3 주 전까지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제출 

 양식은 학교 웹사이트 http://ac.edu.au/documents/korean-documents/ 

또는 무들 과목방에서 다운로드 

 

3. 프로포잘 검토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프로포잘 심사 및 승인 

 졸업논문에 리서치 참가자로부터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한다면 

Ethical Approval Form 을 작성하여 제출 

 

4. 프로포잘 승인   프로포잘이 승인∙통보되면 해당과목 수강 
 

5. 지도교수 선정  논문 분야에 따라 지도교수 선정 

 배정된 교수와 이메일 또는 직접면담 후 확정 

 

6. 면담일지 작성  학기 중, 논문지도교수의 정기적 논문지도 

 2-3 주 간격으로 지도교수면담일지 Supervision meeting Form 작성  

 양식은 무들 과목방에서 다운로드 

 

7. 연장신청  논문제출이 지연될 경우, 마감일 48 시간 이전에 과제연장신청  

 지도교수와 상담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연장신청서 

Request Form for Extension 를 작성, 리셉션에 제출 

 

8. 논문제출/평가  한글초록이 포함된 논문을 무들에 제출 

 MA – 8000 단어 / MTh - 25000 단어 

 __월 __일까지 제출 

 

9. 논문수정  지도교수에 의해 첨삭∙평가된 논문을 수정 

 논문에 대한 영문요약본 준비 MA/MTh – 1000 단어 

 

10. 최종논문 제출  논문양식에 대한 심사를 받고 수정 

 최종논문과 영문요약본을 무들에 제출(필수) 

 

11. 논문발표 참석  논문발표회에 참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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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ION MEETING RECORD FORM 

 
 
This form is to be completed by the student; the last section must be completed in consultation with the 
supervisor.  
 
If the student wishes to discuss any concerns about progress of supervision in confidence, s/he may directly 
contact the Director of Research prior to a supervision meeting for guidance. If any formal action is necessary, 
the Director of Research will initiate this, in accordance with AC policies. If there is any conflict of interest 
(example: if the Director of Research is the supervisor about whom the student has concerns), the student may 
direct the confidential expression of concerns to the relevant Dean of School or Academic Dean.   

 
Student’s Name  

Title of Project  

Primary Supervisor  

Secondary Supervisor Dr. Yung-Sun Yang 

Meeting Date  

 
Notes from Previous Meeting 

Date of previous meeting  

Actions taken in 
response to matters 
raised in previous 
meeting (list each matter 
and corresponding 
action separately) 

 

Summary of progress 
since previous meeting 

 

Matters  

 

 
Notes of Current Meeting 

Issue Agreed Action 

  

  

  

 
Other Comments (from student and/or supervisor): 
 
Next Meeting Date:  
 
Signature of Supervisor ..........................                     Signature of Student .............................. 
 



 

21 | A l p h a c r u c i s  

7 도서관 이용  

7.1 대출 시스템 

한국도서에는 네 종류의 대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분   대여기간 

General (일반도서)  21 일(3 주) 

Reference   없음. 도서실에서만 이용가능 

Overnight   1 일 

3 Day Loan  3 일 

 

1) Reference, Overnight, 3 Day Loan 은 도서 표면에 표시가 붙어있으니 일반도서와 잘 구분하셔서 대여기간을  

     지켜주십시오. 

 2) 빌려간 모든 도서는 기한내에 반납해 주십시오. 

 3) 준학사/학사과정의 경우 개인당 7 권, 석사과정 12 권, 박사과정의 경우 25 권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4) 도서 대여를 위하여 도서실에서 나눠드린 form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도서실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그 후에 도서를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참조 34 페이지) . 

 5) 대출하신 도서를 늦게 반납하게 되면 하루에 한 권당 $ 1 의 벌금이 있습니다(예, 7 일 늦게 반납할 경우 $7 의  

     벌금을 도서관에 납부). 그러나 대출 반납일 보다 하루 늦게 반납할 경우는 벌금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모든 벌금은 졸업하시기 전에 반드시 완납되어야 합니다. 

 6) 대출하신 도서를 연장하실 경우 반납일 전에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library@ac.edu.au)로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학생이 미리 예약한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전화 8893 9090    * 오전 8:30 ~ 오후 4:30 (수요일: 12:15 ~ 2:00 닫음) / 목,금요일 한국인 직원 근무 

7.2 원하는 도서 찾는 방법 

원하시는 도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제목과  저자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도서실 컴퓨터에 있는 한국 도서 

목록에서 원하는 도서를 찾은 다음 Call Number (도서일련번호)를 따라 찾으면 됩니다. 도서를 빌리기 위해서는 

대여기간이 얼마동안인지 확인하신 후 도서관 사서에게 부탁을 하여 스캔 사용하면 됩니다. 

 * 도서 대여시 학생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간혹 3 일 대여기간의 도서를 14 일 대여로 오해하셔서 연채가 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7.3 도서 일련번호  

220 성경 240 기독교 윤리, 윤리 신학 

221~224 구약: 모세오경, 구약 역사, 지혜서, 선지서 250 목회신학, 설교, 교회 사역론 

225~229 신약:사복음서,사도행전,서신서,요한계시록 253 기독교상담 

230~239 신학 (Theology) 관련 260 선교, 기독교 교육, 사회 및 교회조직 

230 신학입문 264/248.3 예배 

231 하나님 270 기독교 교회사 

232 예수 그리스도 280 기독교 타교단 및 종파 

233 인간 290 타종교 

234 구원 & 은혜 300 사회과학, 교육, 사회학 

235 영적인 삶 780-3 음악 

236 종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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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Online 도서관 이용방법 

학교 웹사이트(ac.edu.au) Library 페이지에서 한국어도서를 검색·대출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학교 웹사이트(ac.edu.au) Library 페이지에서 Search the Catalogue 를 클릭 

 

 

   

2) 온라인 도서관 첫화면 

   * 도서검색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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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인 화면 검색창에서 한국어로 직접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전체 한국어도서 검색 방법 

   검색창 옆에 있는 Basic search 에서 Advanced search 를 클릭합니다. 

    

    

   Collections 에서 한국어 도서분류를 확인, Korean collection 을 선택하고 아이콘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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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서사진 위에 마우스를 대면 도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뜹니다.  

 

 

 

4) 검색한 도서를 주제별로 분류 

   왼쪽에 있는 Modify Results 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결과내 재검색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 주제,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등으로 세부분류하여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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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brary 에 로그인하여 도서대출 및 연장 신청 

   온라인으로 도서 대출예약 또는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청합니다.   

 

   본인의 moodle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검색한 도서를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Request 아이콘 을 클릭 

    

 

 

  아래 화살표에 언제 대출할 것인지를 쓰고 오른쪽에 있는 Send 아이콘 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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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Bpia 사용 

 

DBpia 는 국내 학술논문, 연구자료, 전문잡지, 전자책, 웹 DB,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원문 및 상세한 서지정보를 검색, 열람할 수 있으며 원본과 동일한 형태유지를 통해 원본책자의 확인없이 자료의 

이용과 인용이 가능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과제물과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 DBpia 를 사용하시며 학문의 폭과 

깊이를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DBpia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Bpia 홈페이지 www.dbpia.co.kr 에 접속합니다. (즐겨찾기에 저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오른쪽 상단에 “기관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http://www.db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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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단에 “소속기관찾기”항목에 “영어”를 클릭합니다. 

 
 
 

4) 맨 위에 열거되어 있는 “Alphacrucis(시드니 알파크루시스 대학)”을 클릭합니다. 

 
 
 

5) 아이디 항목에는 “alphacrucis”를 기입하여 주시고 비밀번호는 담당교수님 또는 행정실에 문의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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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세검색”을 클릭합니다. 

 

 
 
 
 

7) 모든 항목을 작성하시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8) 초록색 네모표시가 있는 자료들만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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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oodle 사용 
 

Moodle 은 전산 학습 관리 시스템 (LMS) 또는 가상 학습 환경 (VLE) 으로 알려진 코스 관리 시스템 (CMS) 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학습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안내문은 학우 여러분들이 무들싸이트에 로그인 하시고 과제물을 제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강한 과목의 무들과목 창(온라인 학습창) 
 

학                                                          학생 
 

본인이 수강 과목 과제물을 온라인상에 제출 
 

 
 
 
                                                          담당교수 

                   제출한 과제물을 온라인으로부터 내려받은 후 채점 
 

 
 
 
                                                     평가 결과 
 

 온라인 학습창에 평가 결과가 자동 업데이트 되어 본인의 과제물 결과를 직접 확인 
 
 

1) 아래의 웹사이트를 접속 후 Higher Ed Students(학사 및 석사과정) 링크를 클릭합니다. 

    http://moodle.ac.edu.au 혹은 학교 홈페이지 http://ac.edu.au 

 

      
 

2)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상자가 보입니다. 

 

      
 

 

http://moodle.ac.edu.au/
http://ac.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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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Username (학생 접속 이름) : 본인의 학생번호 

    Password (비밀번호) : 본인의 비밀번호 

      * 처음 접속하는 경우 무들담당자가 보낸 이메일에 임시 password를 입력합니다.  

        Password (비밀번호) : +D&PZ@Thn3 

 

 

 

 

 

 

 

 

 

 

 

 

    비밀 번호 변경은 처음 접속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4) 비밀 번호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후, 화면 상단 오른쪽에 본인의 이름을 클릭하고 아래 열리는 Preferences를 선택. 

   
 

 그리고 밑에 ‘Change password’  를 클릭합니다. 

 

                    

                                                              

                                                                                        

 

 

 

 

 

Current password: 임시 비밀번호 

New password: (원하시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  

영문 대문자, 숫자 와 마침표(.)를 포함한 8 자 이상의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Alpha12! 

New password (again): (다시 한 번 새로운 비밀번호 재입력) 

  

다음  ‘Save changes’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됩니다. 



 

31 | A l p h a c r u c i s  

 

 

• 비밀번호를 3 번 이상 잘못 기입하시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신 경우:  

 Login 버튼 아래에 있는 “Lost password”를   

           클릭하십시오. 

 Username 혹은 Email address 에 학교에 제출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earch 를  

           클릭합니다. 

 무들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Reset 한 후  

           안내메일을 보냅니다. 

 본인의 이메일에서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5) 접속이 되면 메인 스크린 오른쪽 하단에  ‘ My courses’  가 보입니다.   

    그 밑에 열거되어 있는 과목들이 현재 본인이 등록한 과목입니다. 

     
  

6) 과제물에 관련된 과목에 접속합니다. 

 

7)  강의 개요 및 과제물 종류가 보일 것 입니다. 강의 개요는 학기초 교수님이 나눠준 것과 동일합니다. 

     과제물은 시험을 제외한 모든 과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8)  해당되는 과제의 이름에 접속합니다. 

 

9)   “Upload files”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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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dd”를 클릭합니다. 

     
                      

11) “Upload a file”을 클릭합니다. 

     
 

 12) “Browse”를 클릭한 다음 본인의 파일을 선택한 후 “Upload this file” 버튼을 누릅니다. 

     
  

13) “Save changes”를 꼭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무 파일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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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과제 제출이 완룐된 것이며, 과제가 제출되었다는 메세지가 본인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15) 올린 과제물을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그림의 “Edit Submission”을 클릭한 후, 제출한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의 창이 열립니다.  

 

      “Delete”를 선택하고,  

      “Update”를 클릭한 후,  

      “Ok”를 누르면 파일이 삭제 됩니다. 

      다시 항목 13 번으로 돌아가 원하는 파일을 

올리고   

         “Save changes”를 클릭합니다. 

 

 

 

 

  

 

 과제물을 2 개 이상 제출하는 경우 

 해당과제의 이름에 접속하여 “Edit Submission”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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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를 클릭합니다. 

              

 

 

 

 

 

 

 

 

 
 

 “Browse”를 클릭한 다음 본인의 파일을 선택한 후 “Upload this file”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창에 두 개의 파일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한 후 “Save changes”를 클릭합니다. 

          
 “Submission status”에 두 개의 파일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에서 나가면 됩니다. 

            

 

 

 

 

 

* 매주 과제물을 제출하는        

경우는 위의 방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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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과정(16-21)은 경우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16) 업로드한 파일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파일이면 “Send for marking”을 클릭합니다. 

       

17) “Continue” 를 클릭하시면 교수님께서 열어서 채점하실 수 있는 파일이 됩니다.        

      (과제물을 다시는  변경하실 수 없으니 신중하게 확인하시고클릭하십시오 ) 

   
18) “File uploaded successfully” 문구가 보이면 과제물이 온라인에 안전하게 제출되었다는 확인  

      메세지입니다. 

 

19) 과제물이 제출된 것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과제물 제출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의 창이 열립니다. 

과제물을 올바르게 제출하셨으면 

페이지 가운데에 “Submission”이,  

그 밑으로 주황색으로업로드된 파일이,      

맨 밑에는 “Assignment was already 

submitted for marking and can not 

be updated”라고 쓰여 있습니다. 

       

 

 

 

 과제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면 본인의 이메일로 과제제출이 되었음이 통보됩니다. 

 

20) 과제물 등록이 끝나면 “Log Out”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과목들의 과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21) 만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moodle@ac.edu.au 혹은 KyoungSik.Kim@ac.edu.au 로     

     본인 이름, 학생번호 그리고 문제점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화 889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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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 
 

 

Turnitin 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및 자료의 표절 내용을 실시간 검사(Originality Check)하고 평가(Grade Mark)하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140 여개국의 15000 여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중 

하나입니다.  

이 안내문은 학생 여러분이 무들싸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 해당 과목방 Turnitin 과제 제출란에 과제물을 업로드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Moodle 에 로그인하십시오. 

   무들 사용안내문 참조 

    

2. 과제물에 관련된 과목에 접속 후,  Turnitin(혹은 과제제목)을 클릭합니다.  

     

 

4. Turnitin Summary 창이 열립니다.  

    

 
 

5. 과제물 업로드 방법 

1) Submission Title 에 과제이름/논문제목을 기입 

 

2) File to Submit 에 과제를 드레그하거나, Add 를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 

 

 

 

 

http://he.moodle.ac.edu.au/moodle/mod/turnitintool/view.php?id=27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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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dd Submission 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진행과정이 보여집니다. 

    

7.  My Submissions 항목을 체크합니다. 

    

 

8. 검사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9. 검사결과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9.1 Similarity 항목에 있는 결과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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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창이 열리면 “I Agree – Continue”를 클릭하십시오. 

     

 

9.2 Turnitit 분석 

     동일한 색상별로 분석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9.3 Mach Overview 의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표절인용된 부분을 추적하여 보여줍니다. 

     

 

9.4 검사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본문아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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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검사결과에는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10. 검사결과의 활용 

본 Turnitin 프로그램의 검사결과는 학생 스스로 본인의 과제를 점검고 수정·보완하여 최종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 결과는 최종성적에 직접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열된 본문을 충분히 읽고 자기가 이해한 바를 본인의 말로 고쳐씁니다(paraphrasing). 이 경우에도 인용의 

출처를 밝힙니다. 인용문이나 다른 이의 견해를 쓸때에는 그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반드시 자신의 코멘트나 

주장점을 덧붙이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논문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교수님 또는 Academic Board 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표절(plagiarism)의 흔한 예 

 학생이 교과목 과제로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제출하는 경우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베끼는 경우 

 적절한 출처 표시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양이 너무 많아 작업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이전에 작성했던 작업물을 제출하는 경우(“자체표절”)   

 출처 자료를 인용하면서 직접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용부의 출처에 대해 틀린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출처의 단어 표현을 바꾸되 문장 구조는 그대로 베끼는 경우 

 적절한 소유자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아이디어를 사용 또는 참조하는 경우 

 실제 참조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출처를 인용하는 경우   

 



 

40 | A l p h a c r u c i s  

11 ECHO360 VIDEOS 동영상 강의 보기 

1) 강의 Moodle 및 Echo 페이지에 접속 

 
 

페이지에서                                                                               를 클릭하여 Echo360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강의 목록 보기 

 화살표              는 강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중 하나를 클릭하셔서 강의를 시청합니다.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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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lication 

 강의가 시작되면 강의를 시청하면서 오른쪽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강의를 체크합니다. 

 Scenes 는 장면 장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Bookmarks 는 강의 상영 중 중요한 부분이나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의 시간과 메모를 표시해 놓는 기능입니다. 

 Discussions 는 강의 상영 중 토론이 필요한 부분(시간)에 질문이나 

답변 등으로 토론하는 기능입니다. 

 Info 는 이 강의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Help 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4) Bookmarks 

 Bookmarks 를 누르게 되면 나오는 창입니다. 흰색으로 된 사각 박스 

안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오른쪽 하단에 SUBMIT 을 

누르면 언제든지 그 부분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Applications 라고 표시된 파란색 버튼은 이전의 모든 기능이 표시된 

곳으로 돌아가게 해 줍니다. 

 
 
 

 
 

 SCENE 1 이라고 표시된 것이 만들어진 Bookmarks 이며 Scene 1 에 

체크되었다는 뜻 입니다. 표시된 시간과 내용, 날짜 및 기록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EDIT 과 이 Bookmarks 를 삭제하는 

DELETE 버튼이 있습니다. 

강의 클릭 시 나오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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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scussion 

 Discussion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토론을 

하고 싶은 장면(시간)이 나오는 곳에서 이 버튼을 눌러 질문이나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작성합니다. 

 Create New Discussion 을 눌러 작성을 시작합니다. 

 
 
 
 
 
 

 두 개의 흰색 박스가 나옵니다. 

 위쪽 박스에 질문이나 토론의 주제를 입력합니다. 

 아래쪽 박스에 질문이나 토론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SUBMIT 버튼을 눌러 Discussion 을 완료합니다. 

 
 
 
 
 
 
 
 
 
 
 
 
 
 
 
 

 완료되면 체크된 SCENE 넘버, 시간, 주제, 작성자와 작성일 등이 

표시되며(Topic 이라 부릅니다.)이 부분을 클릭하여 내용을 보거나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거나 질문에 답하기 위해 Post Reply 를 눌러 댓글을 

작성한 후 Submit 을 눌러 작성을 완료합니다.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주제를 클릭하면 이 토픽이 작성된 강의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토론이나 질문이 발생한 강의 시점이 어디인지 

함께 시청할 수 있으며 내용을 확인 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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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기능들 I 

 
 
 
 
 
 
 
 
 
 
 
 
 
 
 
 
 
 
 
 
 
 
 
 
 

 
 

30 초 전으로 이동하기 

 

Scene 이동하기 

 

재생하기 및 멈추기 

 

강의 재생 속도(배속) 조절 

 

강의 볼륨 조절 

 

강의 현재 위치(시간) / 강의 총 재생 시간 

 

강의 창(화면 크기) 조절 

 

화면 보이기, 감추기(화면이 2 개 이상일 경우 2 개 표시됨 ex. 1 번화면은 강의, 2 번화면은 PPT) 

 

Application 창 보이기, 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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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의 기능들 2 

 
 

 Report 보기 – 나의 강의 참여 현황을 보여줍니다. 

 

 Information 보기 – 강의의 전반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Discussions 보기 – 강의에 관련된 토론 주제들을 보고 클릭하여 토론에 연결된 강의 부분을 보거나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Bookmarks 보기 – 내가 체크 해 놓은 강의 내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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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온라인 퀴즈 응시방법 

 

1) 무들에 접속하여 해당 과목 페이지로 이동 

 

2) 온라인 퀴즈 시험을 클릭하여 시험을 응시한다. 

 

 

 

3) 온라인 시험이 시작되면 각 질문에 맞는 답안을 적는다. 

 

질문 1 

질문 2 

시험 문제 개수 

여기에 답을 적으십시오. 

남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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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을 모두 적은 후 NEXT 를 눌러 제출 페이지로 이동한다. 

 

 

5) 제출 전 다시 한번 점검 하기 위해서 Return to attempt 를 누르거나 

 

6) Submit all and Finish 를 눌러 제출한다. 

 

질문 5 

여기에 답을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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