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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학박사 과정 안내 

   Doctor of Philosophy, PhD, 한국어 

“사고 리더 (thought leader)”*가 되라 

*주. “사고 리더”란, 어떤 분야를 갈고 닦아 대체적으로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되는, 그 전문분야에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함. 

 

PhD 프로그램은  

AC 의 성장일로에 있는 

리서치의 최고봉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독립적 

연구자들로 구비되어, 

그들이 선택 분야의 지식과 

실천의 진작을 향해 중대한 

기여를 이루도록 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램 

디렉터 

매튜 앤스티 교수 Associate Professor Matthew Anstey 

권오영 교수 Acting Korean HDR Director 

수준 AQF Level 10 (Postgraduate)                                       

학위 박사학위 (Higher Degree Research) 

과목들 1 (240 학점) 

영어 (IELTS)        요구하지 않음 

CRICOS 코드        089244M 

교육 인가        자체 인가 (Self-accreditation) 

학위 과정  연한 
       10 년한도 (파트타임) → Full time 3 년 / Part time 

10 년                               

 

AC 의 PhD(철학박사) 프로그램은 신학, 경영학, 교육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고안된 과정이다. PhD 프로그램은 AC 의 성장일로에 있는 리서치의 최고봉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독립적 

연구자들로 구비되어, 그들이 선택 분야의 지식과 실천의 진작을 향해 중대한 기여를 이루도록 하는 과정이다.   

 

앞길을 선도하는 본 대학, 유수한 아카데믹 교수진을 갖춘 본 PhD 프로그램에 등록하세요. 리서치 분야들에 있어 

세계적으로 수위를 달리는 석학들이 최고의 아카데믹 스탭 및 명예 리서치 스탭으로 포진하고 있다. PhD 의 

리서치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장학금 혜택들이 있다. 우수 성적 보유자들,  AC 가 발전을 이루려는 분야에 리서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저소득 국가에서 목회나 신학 교육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제공된다. 각 장학금 지원서는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2 AC 졸업자들이 갖추게 될 면모들  

   AC GRADUATE ATTRIBUTES 

 

기독교 세계관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서 나오는 기독교 (the Christian story)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지역과 세계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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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위해 이 기독교에 관한 지식들이 함의하는 사항들을 지각하게 된다. 또한 타인들에 대한 

가치와 관점들을 이해하고 다른 세계관들에 대해서도 성실히 관여하게 된다. 

 

리더십 

개인, 그룹 그리고 단체안에서 효과적인 기독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의 선과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하는 귀한 목표들을 완수하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힘을 얻도록 함에 있어,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자 하게 된다. 

 

성실성과 정의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 업무들이나 다양한 상황들에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하게 되고 믿음, 소망, 사랑과 

너그러움 등을 주된 태도로 나타내게 된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복음 전파, 사회 정의, 평등 및 상호 존중의 태도와 

환경 윤리 등도 포함된다. 

 

다양한 소통 

해당 상황에서 여러 부류의 청자들과  의사 소통할 때 높은 수준의 말과 글과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여기에는 시각적 및 미디어 언어 이해력, 산술 이해력, 수사학 그리고 설득 기술 등도 

포함된다. 

 

개인적/사회적 기술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든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든 융통성을 접목한 관계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조직화하는 기술, 갈등 중재와 해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존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비평적/창의적 사고 

비평적이고 성찰적인 사고 능력이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 안에서 계발된다. 여기에는 창조적인 능력 외에도 

혁신적이고 미리 예측하는 식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해결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전문 지식 

더 많은 지식과 적절한 영역에서 규정된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확보하도록 애쓰면서, 이론적 

개념적 그리고 방법론적 요소들과 관련된 하나의 학문분과나 분야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고 유지하게 된다.  

 

 

3 학습 결과들 

   LEARNING OUTCOMES 

항목 AQF 레벨 10 (리서치) 학습 결과 

지식 박사학위 취득 졸업자들은, 

• 하나의 연구 혹은 학습 분야의 최전선에서 

상당한 실질적 지식프레임을 갖게 되는데, 

박사학위 취득 졸업자들이 보여주게 될 것들: 

• 조직 신학, 성경학, 역사, 목회, 경영,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교육, 교육 리더십 혹은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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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독창적인 (학문적) 공헌을 이루는 지식을 

포함한다. 

• 연구 혹은 학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리서치 

원리들과 방법들에 관한 상당한 실질적 

지식을 갖게 된다. 

교육 등과 같은 전공 분야의 특수 영역에 

독창적 공헌을 하게 하는 상당하고 정교한 

지식프레임에 대한 비평적, 혁신적, 체계적 

이해; 

• 학자들이 연구한 것과 연구진행 중인 

분야의 최근 발전 사항들에 대한 상급의, 

전문적인 지식; 

• 상급 리서치 원리들과 방법들에 대한 

정교한 이해 및 신학, 경영, 그리고/또한 

교육 분야에 사용된 구체적  연구 접근들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나타내게 된다. 

기술들 박사학위 취득 졸업자들은 다음 기술들을 지니게 

된다: 

• 이론적인 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그 이론과 실제를 비평적으로 

분석하는 인지적 기술들 

• 독창적인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비평적으로 

사고하고, 기존의 지식과 생각들을 평가하고, 

체계적 조사를 실시하고,이론과 실제를 

반추하는 인지적 기술들과 독립적 지성 사용  

• 연구 혹은 학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기량 및 창의적 기술들 

• 이론적인 명제들과 방법론들 및 결론들을 

설명하고 비판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들 

• 국제적 기준들을 따른 외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독창성 혹은 독창적 연구가 

필요하고 이 연구에 대해서는 복합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게 

(논문을) 제출하는 소통 기술들, (리서치) 

결과들을 학위과정 동료들 및 학위과정 

커뮤니티에 알리는 소통 기술들 (필요) 

• 지식과 전문적 실천에 중대하고 독창적 

공헌을 이룰 리서치를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분석하고 이론화하고 소통하는 전문가적인 

기술들을 지니게 된다. 

박사학위 취득 졸업자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될 

것들: 

• 신학, 경영, 그리고 교육 분야 내의 특정 

분과에 관련된 이론적 지식 프레임에 대한  

비평적 반추, 분석 및 종합에 자율적으로 

참여; 

• 기존의 전문적 지식 그리고 실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효과적 리서치 방법론들을 

수립하고, 통합하고, 적용 

• 하나의 독창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들을 제안하는 하나의 

리서치 질문 (research question)을 만듦; 

• 신학, 경영 그리고 교육 분야 내의 현시대적 

도전들과 학자들의 연구 가운데 새로이 

발전된 사항들에 대해 창조적으로 응대하게 

된다. 

기술들과 

지식의 

적용 

박사 학위 취득 졸업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식과 

기술들의 적용을 보여주게 된다: 

• 지적 독립성을 지니게 됨 

• 새로운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추가적 학습을 

위해서 주도성과 창의성을 지니게 됨 

• 개인적 연구 결과물들에 대한 책임성과 

책무를 지니게 됨 

• 전문적 실행의 콘텍스트를 포함해서, 새로운 

박사학위 취득 졸업자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될 

것들: 

• 새로운 질문들을 다루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들을 찾기 위해 선택 

연구 분야 내에서 발전시킨 지식과 

기술들을 적용하게 됨; 

• 독립적으로, 책임성 있게 연구하게 됨, 

그리고 선택 연구 분야의 전문가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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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창출할, 지속적 진행의 능력을 가지고 

독창적 리서치를 계획하고 수행하게 된다. 

  

 

기대할 수 있는 전문성의 수준을 지니게 됨; 

• 학위과정 동료들과 그 학위과정 커뮤니티에 

독창적 지식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 리서치 분야의 주 논문을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진행하며 소통하게 됨. 

• 전문적 실행을 제공하고 진작시킬 상급의 

통합적 반추작업을 개발하게 된다. 

 

 

4 학위 과정 구조 

 

이 과정은 240 학점으로 구성되어있다:  

• 전공-필수 분야의 80,000 단어 리서치 논문 

         PhD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 후보자 (candidate)는 적어도 240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코스의 공부 내용  학점 

필수 과목들 (Core Subjects) 
RES803 PhD 리서치 논문 240 

연구진행 (Progression) 규칙 후보자 (candidate) 규정과 절차를 참조하라.  

기타 프로토콜 (Protocols)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 240 학점을 이수하고 통과해야 한다.  

브리징/ 네스티드 코스들 

(Bridging/Nested Courses) 

철학 석사 과정 (MPhil)은 철학 박사 과정 직전에 이수하는 과정 (a 

nested course)이다. 
 

 

* 이 과목에 대한 교수진에 대한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ac.edu.au 

 

 

5 졸업후 직업 전망 

 

PhD 졸업자들은 교회, 경영 (비즈니스 섹터 sector), 교육 분야, 지역사회 섹터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졸업자 

직업 기회들은 다음과 같으나 다음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강사/교수  

• 연구원 

• 교회목사 

• 공동체/NFP/NGO 종사자 (비영리 not-for-profit 기관/순수민간 Non-government 조직) 

• 교회 행정가 

• 교육 행정가 혹은 교사 

• 경영 전문인 

• 해외 지원 및 개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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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학 조건 

 

6.1 학력 관련 입학 조항 

6.1.1 최근 고등학교 교육 Recent Secondary Education 

이 과정은 인가된 교육기관(학교)에서 AQF Level 8 학사(Honours 1 or 2a) 혹은 그 이상의 학위 소지를 요한다.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학위에 바로 지원할 수 없다. 

 

6.1.2 직업교육과 훈련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 과정은 인가된 교육기관(학교)에서 AQF Level 8 학사(Honours 1 or 2a) 혹은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위한 

것이다. 직업 교육과 훈련과정 (VET) 을 마친 자는 이 과정에 바로 지원할 수 없다. 

 

6.1.3 학사이상 교육 

AQF Level 8 학사(Honours 1 or 2a) 혹은 동등한 (equivalent) 학위 소지자가 지원가능하다. 전공 (specialisation) 

분야에서 RES601 및 방법론 (RES601 AND methodology)와 동등한 리서치 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혹은 

하나의 관련 분야에서 AQF Level 9 혹은 그 이상의 대학원학위 (postgraduate qualification) 소지자가 

지원가능하거나 이와 동등한 (equivalent) 자격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20 학점의 리서치 (research component)와 

학점 평균 GPA 2.8 이상을 보유한자가 지원가능하다. 

직업 관련 입학으로 대학원 (석사이상) 학위를 받은 졸업자들은 RES601 을 마쳐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브리징 

요구사항으로서,  BIB601, EDU601, THE601, HIS601, MIN601, BUS601, LEA601, COM601 이나 혹은 이와 동등한 

(equivalent) 과정을 마치도록 해야 하는데, 최소 평균 학점 GPA 2.8 이 되어야 한다. 

 

6.2 직장생활 (Work and Life) 경험 

예외적인 경우들에 있어서, 프로그램 디렉터는 위에 명시된 자격들을 가지지 않은 지원자가 입학되도록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자는 학업 및 직업적 성취에 기초한 동등 자격들과 연구를 위한 적합한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AC 의 학력관련 입학 조항들에 관해 추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한다. 

• AC’s Admissions Requirements AC 의 입학 조건들 

• Higher Education Provisional Entry Policy 학사이상 조건부입학 규정 

• Admissions Policy 입학 규정 

 

6.3 영어 능력  

(한국어 PhD 과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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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이후 영어로 교육받지 않았다면 IELTS 같은 허가된 영어 시험을 보고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그 결과는 과정을 시작하는 날짜 전, 2 년내에 치뤄진 것을 제출한다. 모든 지원자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최소 점수를 받아야 한다. 
 

 평균 과목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Certificate/Diploma 

준학사 
5.5 5.0 5.0 5.0 5.0 

Undergraduate and Diploma of Arts 

학사와 학사 디플로마 
6.5 6.0 6.0 6.0 6.0 

Postgraduate 석사 (HDR 제외) 7.0 6.5 6.5 6.5 6.5 

Higher Degree Research (HDR) 리서치 

상급학위 (리서치 석박사) 
7.5 7.0 7.0 7.0 7.0 

Education courses 

교육학 코스 
7.5 7.0 7.0 8.0 8.0 

 

만약 지원자가 영어 능력 시험에 관한 동등 자격에 대해 모르면 인터내셔날 학생 사무실로 연락한다.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6.4 필수 자격 조건 

유학생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RES601 및 방법론”에 동등한 (equivalent) 연구 방법론의 지식을 보여야 한다.  

 

입학전 디렉터가 사전 입학 인터뷰를 하고 브리징 코스가 요구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프로그램 디랙터가 지원자가 위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경우라도 입학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할 수 있는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그간에 이룬 학술적 성취에 기초해서 그에 

동등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6.5 특례입학 절차들 

AC 입학 정책은 학교의 과정들을 위한 특례 입학  절차를 기술한다. 특례입학은 프로그램 디렉터에 의해 각 개인의 

케이스별로 평가되어진다. 학생의 입학 조항들은 불우한 교육 환경에 따라 재고될 수 있다.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다. 

 

• 호주 원주민 혹은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 (Aboriginal/Torres Strait Islander) 은 일반 전형에 속하지 않는다. 

• 사회 경제적 이유(저소득층/불우한 환경) 

• 학습장애/언어 장애 

• 장애인 

• GPA 평균 1.8 이상 으로 비학위과정을 졸업한자 (4 과목 혹은 40 학점) 

 

위 경우의 교육적 불우환경에 대한 상세 항목 전체를 보기위해서는 AC 의 입학 정책을 참조한다. Admis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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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 환경 접근 및 기회 평등 

 

AC 는 수입, 나이, 장애, 사회적/인종적 배경, 지역,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면학 환경을 성실히 제공한다. AC 는 

모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증진시키려고 애쓰고 있으며, 학우들의 특정한 

필요들을 고려하는 프로그램들을 실행한다. AC 는 학생들이 자신의 장애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상태 혹은 

학습시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 알려주도록 격려함으로, 학교가 학우들의 필요에 가장 알맞는 학업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1 입학 지원 요령 

일단 공부할 과정을 선택하면, 직접 AC 에 지원해야 한다. 입학 전형은 보통 학기 시작일로부터 3 주 전에 마감한다. 

모든 AC 입학 지원 양식은 온라인에서 작성한다. 자신이 지원하는 공부 레벨에 따라 그리고  그 코스가 개설되는 

장소에 따라 다양한 입학 양식 (서식)이 있다.  

입학 지원 방법 정보와 AC 지원서는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ac.edu.au 

 

7.2 학점 인정과 이전 학습 인정 (RPL)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전 학습에 대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공식적 학습은 학사이상 교육, 직업 교육, 혹은 

성인 및 지역사회 교육 등의 이전 공부를 포함할 수 있다. 비공식적 학습은 직무 (job) 관련 학습이나 다양한 

직장생활 경험도 포함한다. 학점 인정은 학위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공부의 양을 줄일 수 있다. 

학점 인정에 관해 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AC 의 학점 인정  

규정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Policy 을 보거나 학생 지원팀 Student Support Team 에 연락한다. 

 

7.3 등록 절차 

일단 AC 에서 공부하는 것을 수락하고자 Letter of Offer (학업 제안 의향서)에 서명한 것을 학교로 보내면, 그 

돌아오는 학기의 특정 과목들을 등록하도록 초청 받게 된다. 학생들은 시간표 (여기서 here 찾는다)를 정하고, 

학업관련 충고사항 Academic Advice Sheet 을 검토하고, 등록 양식 (Enrolment)을 작성하기 전에 학업 충고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위해 학생 지원 팀 Student Support Team-→  행정실에 연락한다. Census Date 이후에는 

수강신청에 관해 변경 및 취소가 될수 없다. 

학점 인정이나 이전 학습 인정을 신청한 학생들은 일단 입학 절차가 진행되면 학교에서 연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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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생 서비스들 

 

8.1 학생 지원 팀 

AC 학생 지원팀은 오리엔테이션 날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학생들의 만족을 위해 존재한다. 

8.1.1 학술적 지원 

• 맞춤형 학술 안내 

• 장애, 건강상태, 그리고 학습 필요들에 따라 평가를 달리함 

• 시험문제 읽어주기 서비스/ 시험답안 받아써주기 서비스 

• 일반 학생과 온라인 과정 학생을 위한 일대일 튜터링과 소그룹 워크샆 

• 도서관 

• 온라인 저널 (논문) 자료 데이터베이스 

• ebook 자료 접근 

• 자료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공급 

 

8.1.2 비학술적 지원 

• 목회적 돌봄 

• 기관목회자의 케어 

• 전문적 상담 

• 직업 안내 

• 캠퍼스 내 유치원 

• 커리큐럼 외 (학과외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들 

• 학생 대표 위원회 

• 레크리에이션 공간 

 

8.1.3 학교 생활 

•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 선교 여행과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젝트 

• 매주 드리는 예배 

• 점심과 캠퍼스 모임 

• 강연 청취 와 연구 발표에 관한 기회들 

• 기술과 지식의 수준을 높히는 마스터클라스 

• 캠퍼스 내외의 친교이벤트 

• 글로발 타 대학들과의 교환 프로그램 

 

그리고 많이, 더 많이! 주변 가까이서 일어나는 일들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학생 지원팀에 

연락한다: Email: studentsupport@ac.edu.au  Phone: (02) 8893 9005   

https://www.ac.edu.au/student-services 

mailto:studentsupport@ac.edu.au
https://www.ac.edu.au/student-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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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학생 프로파일 

아래의 표는 AC 의 신입생을 위한 재학생 가상추정 표이다. 가장 최근에 학교에서 받은 학생들, 곧 학업을 시작하고 

센서스 날이 지난 학생들에 관한 정보다. 이 학생들에는 본 코스에 소요되는 모든 학기들에 대해 학교에서 학업 

제안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사인함으로) 입학 인정이 된 모든 학생들 및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포함된다. 

 

입학지원자 학력배경 이전 기간의 

학생수 

이전 년도의 모든 

학생에 대한 비율 

(A) 과거 학사이상 (higher education) 교육 (브리징 혹은 상위과정 

준비 중간적 코스) 

5 42% 

(B) 과거 직업 훈련 (VET) 교육 해당안됨 해당안됨 

(C) 최근 고등학교 교육 

• ATAR 만에 의해 입학 승인 

       (점수 형평성 혹은 과목 보너스 점수와 같은 점수 조정요소로  

        인한 영향과 무관함) 

• ATAR 와 추가 기준에 의해 입학 승인 

       (포트폴리오, 오디션, 추가 시험, ATAR 최소 점수로 조기 조건부  

       입학) 

• 다른 기준 적용에 의한 입학 승인 (ATAR 는 비적용) 

       (특별 전형, 오직 오디션, 학교 추천 등 ATAR 최소 점수 무관) 

해당안됨 

해당안됨 

해당안됨 

해당안됨 

해당안됨 

해당안됨 

(D) 직장생활 경험 

          (위의 경우들과는 다른, 이전의 직장 업적에 의한 입학 승인  

자료없음 자료없음 

유학생들 해당안됨 해당안됨 

모든 학생들 자료없음 자료없음 

 

* 참조: N/P-Not published 자료 없음 

           N/A-Not applicable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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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가 정보 얻는 곳 

 

9.1 ac.edu.au 

AC 의 웹사이트 ac.edu.au 는 AC 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학과 과정들, 캠퍼스들, 지원 서비스들을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아직 AC 학생이 아니라면 “미래 학생 팀” Future Students team 이 학생에게 

적합한 코스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9.2 Moodle 

AC 에서 학업을 시작하면, 전 과목 내용, 아카데믹 핸드북, 학업 기술과 텍스트북 정보에 관한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무들 Moodle 을 사용한다. 신입생들은 또한 인덕션 (신입생 위한 학교 소개 및 안내) 영상을 보기 위해 

무들을 사용할 수 있다. 

 

9.3 인터내셔날 학생들 (유학 혹은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공부)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교실에서 토의에 참여하는 경험 이상 가는 것은 없다! 또다른 선택은, 본국에서 공부를 

결정하는 학생들을 위해 AC 는 당신이 세계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과정으로 많은 학과목들 및 

학위들을 제공한다. “유동적 강의”란, 교육자료들, 팟캐스트 (iPOD, Smart phone, PMP, computer 로 방송볼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 포럼, 튜터의 지도 등을 제공하는이러닝 플랫폼 ( e-Learning platform)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학생은 본국에서 자신의 공부를 마치게 된다.  

입학 절차,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AC 학업 코스들과 자주 물어보는 궁금한 것들(FAQ)을 포함한, 인터내셔날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 ac.edu.au 에서 얻을 수 있다.    

웹사이트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미래 학생 팀” Future Students Team 인데,  이 기관은 학생이 AC 에서 

공부하되, 호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든, 온라인으로 공부하든, 그 입학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준다. 

 

9.4 QILT 

학사 이상의 교육 기관과 학업 분야를 알아보고 싶은가? 누군가 공부한 경험자에게 물어보고 싶은가? QILT 

website 는 호주 학사 이상 교육 기관으로 부터 제공된 공식적 학습 경험과 취직 결과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데에 

당신에게 도움을 준다. 

 

9.5 TEQSA National Register 

TEQSA 호주 등록처의 목적은 호주에 등록된 학사이상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구비한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권위 있는 출처가 되는 것이다. 

 

9.6 불만과 고충 

만약 입학 지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AC 의 불만 고충 해결에 대한 방침  Complaint and Grievance 

Resolution Policy  을 보면, 당신은 불만과 고충을 해결하는 절차의 윤곽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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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과정 학생 정책 

Higher Degree Research Student Candidature Policy 

 
 

10.1 Purpose 목적 

The purpose of this policy is to specify the parameters of  

candidature in an Alphacrucis College (AC) Higher Degree Research 

(HDR) course of study. 

이 정책의 목적은 Alphacrucis College (AC) Higher Degree Research  

(HDR) 연구과정에서 연구생들을 위한 바로미터로 활용됩니다. 

 

Scope 범위 

All HDR courses of study 모든 HDR 과정 

 
 

Policy 정책 

AC HDR students are initially admitted as “provisional” candidates  

when they commence the course of study. This is changed  

to “confirmed” status following the official confirmation 

of candidature process which involves an oral presentation  

of the research proposal at the end of the first 12 months full time 

equivalent (FTE) for PhD and DMin students or 6 months  

FTE for MPhil students; longer with special permission  

from the relevant Program Director. 

AC HDR 학생들은 처음에 공부할 때 "잠정"후보로 입학합니다.  

이것은 PhD 및 DMin 학생의 경우 처음 12 개월간의 풀 타임 상응  

(FTE)이 끝나거나 MPhil 학생의 경우 6 개월간 FTE 가 끝날 때  

연구 제안서를 구두로 발표하는 연구과정 공식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된 상태”로 변경합니다;  

관련 프로그램 책임자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The confirmation of candidature oral presentation is conducted  

in front of a Confirmation of Candidature Panel, which consists  

of members of the Research Committee and,  

where appropriate, an external expert in a relevant field. 

연구생의 구두 발표 승인은 연구위원회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적절한 경우)로 구성된 후보자 승인위원회  

(Candidature Panel of Confirmation Panel) 앞에서 실시됩니다 

 

 

사실 공지  
 

정책담당자: 연구과정 책임자 정책 

카테고리: 학술 :연구 

정책상태: 승인 승인기관: 

아카데믹보드 인준기관: 

리서치위원회 

관련정책: 

불만 사항 및 고충 처리 정책 

리서치 정책 연구 정책 

        연구 감독 정책 

 연구 논문 및 프로젝트 심사 정책 

최근 수정일: 2017 년 12 월 8 일 

Fact box 
 
• Policy owner: Director of 

Research 
 

• Policy category: Academic: 
Research  
 

• Policy status: Approved  
 

• Approval body: Academic 
Board 
 

• Endorsement body: Research 
Committee  
 

• Related policies: 
o Complaint and Grievance 

Resolution Policy 
o Research Ethics Policy 

Research Policy Research 
Supervision Policy 

o Research Thesis and 
Project Examination Policy 
 

• Last amended:  
8th De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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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explain their research, to ensure that the student is 

making appropriate progress and in order to receive formative advice about direction, scope, 

planning, and feasibility of the project; how to improve research questions, proposed methodology; 

acquisition or further development of appropriate research and professional skills; and the pathway 

forward. 

이것은 학생들이 연구를 설명하고, 학생이 적절한 진전을 보이며 프로젝트의 방향, 범위, 계획 및 실행 가능성에 

관한 형성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 제안 된 방법론; 적절한 연구 및 

전문 기술 습득 또는 추가 개발; 그리고 앞으로의 연계과정 

 

Exceptions may be made in some cases for those who have transferred from another research 

program or have received a confirmed candidature at another institution. 

어떤 경우에는 다른 연구 프로그램에서 옮겼거나 다른 기관에서 승인된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Success at the confirmation of candidature demonstrates the candidate is likely to produce an 

assessable thesis in a timely manner. 

입후보자 구두발표 승인은 초청된 다른 동료들과 아카데믹 동료들이 포함되며 광범위한 조언 기회를 제공한다. 

 

The confirmation of candidature oral presentation can include other invited peers and academic 

colleagues, which provides opportunities for wider feedback. 

후보자 승인의 성공은 해당 후보자가 적시에 평가할 수 있는 논문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However, only the Confirmation of Candidature Panel will have authority to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Research Committee. 

단, 후보위원회의 승인서만이 연구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수정책임 

Director of Research 연구 과정 책임자 

 

 

Key stakeholders 주요 해당 관계자 

HDR Students HDR 학생(연구생) 

Supervisors 지도교수들 

Program Directors 프로그램 디렉터들 

 

 

10.2 Procedures 절차 

Higher Degree Research Student Candidature Procedures 

연구 학생 지원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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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Confirmation of Candidature Form is to be completed by the student at least four weeks 

prior to seminar presentation, and a full Research Proposal Form to be submitted to the 

Research Committee. 

지원자 승인서 (Confirmation of Candidature Form)는 세미나 발표 4 주 전에 학생이 작성해야 하며, 

연구위원회에 전체 연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he Program Director will appoint a Confirmation of Candidature Panel including members of 

the Research Committee and an external member, where appropriate, from a relevant field of 

research. 

프로그램 책임자는 연구위원회의 구성원 및 적절한 경우 관련 분야의 외부 구성원을 포함한 지원자 승인 

패널을 임명합니다. 

 

2. An oral presentation is to be delivered by the candidate to a Confirmation of Candidature 

Panel which is an opportunity for the HDR student to demonstrate a contribution to advancing 

knowledge in the field, justify methodological processes, and provide a summary of progress 

to date. 

구두 발표는 지원자가 후보자 패널 승인서에 전달하면 HDR 학생이 연구분야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방법론적 진행을 설득하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요약을 제공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 The Confirmation of Candidature Panel submits a report to the Research Committee which 

includes written feedback given to the candidate about his/her performance and progress. The 

Committee may recommend: 

후보자 승인 패널 (Candidature Panel of Confirmation of Candidature Panel)은 후보자의 성과 및 진전에 

대한 서면 조언을 연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 할 수 있습니다; 

 

• candidature has been achieved; 입후보가 성취되었습니다. 

• where the first attempt is not successful, an extension of the due date (of 3 months FTE) 

   for achieving candidature may be granted if the assessors deem the proposal to be  

   appropriately developed but not yet ready for confirmation of candidature; 

                  첫 번째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 평가자는 제안서가 적절하게 개발되었지만 아직 입후보   

                  확인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면 입후보를 성취하기 위한 기한 연장 (3 개월  

                  FTE)이 허용 될 수 있습니다. 

• candidature has not been confirmed. After two attempts the student will be liable for 

   termination of candidature. The Committee may suggest the student to transfer to   

   another course.  

   후보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시도한 후에 학생은 입후보자에서 퇴직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생에게 다른 과정으로 편입 할 것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Once the recommend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Research Committee, the Chair will notify the 

student and the Program Director of the outcome. Based on feedback from supervisor and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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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or(s) will be confirmed by the Program Director at this stag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Supervision Policy. 

연구위원회가 권고안을 승인하면 의장은 학생과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도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 지도 정책에 따라 지도교수(들)는/은 이 단계에서 프로그램 책임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Extension of Candidature 후보 확장 

A HDR student is considered out of time if s/he has utilised the FTE of the candidature period 

without submitting a thesis for examination. While research students are automatically re-enrolled in 

the program based on continued satisfactory progress, this process will cease when the FTE 

candidature period expires. If a student has  not  yet  submitted a  thesis for  examination, s/he  

needs  to formally apply for an extension of  candidature  with  the  permission of  the   supervisor 

(this rule does not apply for stud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making requested revisions on a 

submitted 

thesis). 

HDR 학생이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입학시기의 FTE 를 활용 할 경우, 시간이 초과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구 과정학생은 지속적으로 만족스러운 진행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재등록 되지만, FTE 입후보 기간이 

만료되면 이 과정이 중단됩니다. 학생이 아직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수의 허가가 있는 

후보자는 연장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제출된 논문에 대해 추가적 수정을 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제). 

  

The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candidature must specify the reasons for the request, and the plan 

for completion. Requests for extension of candidature are reviewed for approval by the Director of 

Research and may be granted an extension for a specified period. Unsuccessful candidates must 

apply for re-admission. Application for re-admission also applies to students whose candidature has 

expired without a formal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candidature. For students who re-apply, the 

period of candidature from the re-admission is to be determined by the Program Director, in 

consultation with the Director of Research. Usual AC enrolment fees would apply for re-admitted 

candidates. 

연구과정 연장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 및 완료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자의 연장 요청은 연구과정 

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 검토 되며 특정 기간 동안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불합격 한 지원자는 재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학 신청은 연구과정 연장을 위한 공식 신청 없이 만료된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재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재입학 이후의 입학 할 기간은 연구과정 책임자와 상의하여 프로그램 디렉터가 결정해야 합니다. 재입학한 

입후보자에게는 보통 AC 등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Leave of Absence 휴학 

Domestic HDR students may apply for a total of 6 month FTE period of leave of absence based on 

medical or extreme extenuating circumstances. The application for leave of absence is to be 

submitted in writing to the Program Director, with a  recommendation from the supervisor.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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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o be advised. Students who have utilised the full extent of their FTE candidature period are not 

normally eligible to apply for a leave of absence. 

국내 HDR 학생들은 의학적 또는 극도의 정상 참작 사정을 근거로 총 6 개월의 휴학 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 사유는 지도교수의 권고와 함께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무처 (Registry)에 

통보해야 합니다. Full Time 전체과정을 활용한 학생은 일반적으로 휴학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Appeals 어필 

Using standard AC grievance procedures, a student who has failed to achieve candidature may 

appeal the decision only on the grounds of evidence of breach of due process as outlined by AC 

policies and procedure. 

입학허가를 받지 못한 학생은 표준 AC 고충 처리 절차를 사용하여 AC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정당한 절차 위반의 

증거를 근거로 결정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Intervention 중재 

Students whose progress is deemed unsatisfactory at an annual review (annual report provided by 

the supervisor, as per Research Supervision policy) will be issued a notification of at risk for 

termination of candidature by the Program Director and advised to follow an intervention strategy 

which could involve the following: 

연례 점검 (연구 지도 정책에 따라 기도교수가 제공 한 연례 보고서)에서 진전이 불만족스럽다고 여겨지는 

학생에게는 프로그램 디렉터가 연구 후보자를 해임 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통보를 하며, 다음과 같은 개입 전략을 

따르도록 조언됩니다; 

 

• review of supervisory arrangement by the Program Director; 프로그램 디렉터에 의한 감독 

협의 검토 

• review of student’s circumstances; 학생의 사정 검토 

• referral to pastoral counselling if necessary; 필요한 경우 목회 상담 의뢰 

• referral to English language and/or study skills training if necessary. 필요한 경우 영어와 

또는 학습기술훈련 추천 (한국어 HDR 해당되지 않음) 

  

The student and supervisor, in consultation with the Program Director, are required to devise a plan    

for improving the student’s progress, with tangible goals to be accomplished within a 3 month (FTE) 

period. At the end of this time the progress will be reviewed again by the Program Director to 

ascertain whether the intervention has been successful or not. Students whose intervention has been 

successful would be allowed to progress in their candidature. The candidature of students who have 

not made satisfactory progress even after the intervention will be terminated. 

학생 및 지도교수는 프로그램 디렉터와 협의하여 학생의 진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3 개월(FTE full 

time)기간 내에 성취 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중재가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프로그램 디렉터가 다시 검토합니다. 개입이 성공적인 학생들은 연구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입 후에도 만족스러운 진전을 보이지 않은 학생의 입학은 종료됩니다. 



 

Alphacrucis | 16  

 

Funding for Conference Travel: HDR students 컨퍼런스 여행 경비 : HDR 학생 

To encourage HDR students to participate in research conferences of international standing in 

Australia or overseas, AC provides limited funding for this purpose. Funding is provided as a 

contribution toward reasonable costs associated with conference registration, official conference 

dinner, economy airfares and accommodation. Eligibility, funding, application and restrictions are 

outlined in the following: 

HDR 학생들이 호주 또는 해외에서의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AC 는 이 목적을 위해 제한된 

경비를 제공합니다. 기금은 회의 등록, 공식 회의 저녁 식사, 항공료 및 숙박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제공됩니다. 자격, 기금, 신청 및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Candidates must be currently enrolled an AC research higher degree; 지원자는 현재 AC 리서치 

상위 학위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 Candidates must have received successfully their Confirmation of Candidature, unless a strong 

   case is provided for pre-confirmation funding; 지원자는 지원자 승인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주 확실한 경우여야만 한다. 

• Candidates must have submitted a paper for the conference, with reasonable expectation of 

   acceptance; 지원자는 컨퍼런스 논문을 accept 되기를 기대하는 충분한 이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Candidates must not have exceeded the maximum semesters of enrolment by the conference 

   date; 지원자는 컨퍼런스로 인한 등록의 최대 학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Candidates must inform the Research Committee of their intent to apply for travel funding, in 

   the year preceding travel, to be included in the normal budget procedures; 지원자는  

   연구위원회에 해당 여행 년에 전체 예산 절차에 포함될 여행 경비 신청의사를 전해야합니다. 

• Candidates must attend and return from the conference before thesis submission or must 

   return from the conference to AC within six weeks of submitting their thesis; 지원자는 학위 논문  

   제출 전에 컨퍼런스 참석에서 돌아오거나, 논문 제출 후 6 주 이내에 컨퍼런스에서 AC 로 돌아와야 합니다. 

• Normally only one conference support allocation may be approved per candidate for the 

   period of their candidature. 학위과정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지원자 당 하나의 컨퍼런스 지원 할당만  

   승인 될 수 있습니다. 

  

 

Allocation of Research Student Work Stations:  

HDR students 연구 학생 워크 스테이션 배치 : HDR 학생 

AC provides HDR students access to the research student work stations and facilities on a needs 

basis. These work stations are provided as a regular study area for students who are carrying out 

research projects or serving as faculty research assistants. 

AC 는 HDR 연구자들에게 연구 학생용 워크 스테이션 및 시설에 대한 이용을 필요에 따라 제공합니다. 이 워크 

스테이션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교수 연구 조교로 봉사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구공간으로 제공됩니다. 

 

Application may be made for the allocation of a work station for a period of six-months. 

6 개월 기간 동안 사용할 워크 스테이션 할당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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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is given to doctoral students who are undertaking the research thesis component of their 

course and will make regular and consistent use of this space. 

연구 과정의 논문 구성 요소를 담당하는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이 공간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 

로 사용하게 됩니다. 

 

The Program Director, in consultation with the Campus Facilities Manager, considers all applications 

for permanent 6-month work stations and makes the allocation. Students eligible to apply for 

permanent work stations include those who: 

프로그램 디렉터는 캠퍼스 시설 관리자와 상의하여 정해진 6 개월 워크 스테이션에 대한 모든 신청서를 고려하여 

배정합니다. 고정 워크 스테이션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 are currently enrolled HDR students; 현재 등록된 HDR 연구자들 

• do not have any other adequate space on campus; or 캠퍼스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 are in the "write-up phase" of their candidature (last 6 months); or 그들의 후보자의 “논문작성” 

단계 (지난 6 개월)  

• have special needs (such as child care issues, medical or disability reasons or other  

   extraordinary reasons relating to the candidates’ circumstances). 특별한 요구 사항 (예: 보육 문제,  

   의료 또는 장애 이유 또는 후보자의 상황과 관련된 기타 특별한 이유). 

 

 

Allocation of Library Resources 도서관 자료 배정 

HDR students are entitled to a set sum of monetary allocation toward library resources specific to 

their projects. Requests for library resources are to be directed to the HDR Program Director with a 

brief rationale for the request. The HDR Program Director will assess the student’s budget allocation 

and communicate the request to the librarian. 

HDR 학생들은 자신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도서관 리소스에 대한 금전적인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자원에 

대한 요청은 요청에 대한 간단한 근거와 함께 HDR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전달됩니다. HDR 프로그램 디렉터는 

학생의 예산 할당을 평가하고 도서관 사서에게 요청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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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서관 이용 

 

11.1 대출 시스템 

한국도서에는 네 종류의 대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분 일반 대여기간 박사과정 대여기간 

General (일반도서) 21 일(3주) 6 개월 

3 Day Loan  3일 1 개월 

Overnight 1일 1 일 

Reference  없음. 도서실에서만 이용가능 없음 

           

 1) Reference, Overnight, 3 Day Loan 은 책 표면에 표시가 붙어있으니 일반도서와 잘 구분하여 

    대여기간을 지켜주십시오. 

 2) 박사과정의 경우 25 권의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책 대여시 학생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3) 도서 대출을 위하여 도서실에서 나눠드린 form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도서실 학생관리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그 후에 책을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11.2 도서관 자료 배정 

학교 도서관에 없는 도서나 저널의 경우 도서관 사서에게 이메일로 구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00  of InterLibrary  loans: 학교 외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때 드는 비용의 사용 한도 

• $100 of postage of library items: 학교 도서관의 도서를 우편배송 받을 때 드는 비용의 사용 한도 

• $500 of library book purchases to be approved by their supervisor: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도서들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 한도( 반드시 지도교수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기관이나 타도서관 회원 가입 비용: 타도서관 멤버쉽지원 가입 비용은 일년에 한 도서관으로 

   제한됩니다. 

    * 도서관 사서: 장지혜 간사 Hannah.Chang@ac.edu.au 

    * 전화 8893 9090   * 오전 8:30~오후 5:00(수요일: 12:15~2:00 닫음)/목,금요일 한국인 직원 근무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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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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Online 도서관 이용방법 

학교 웹사이트(ac.edu.au) Library 페이지에서 한국어도서를 검색·대출예약과 Online Resourses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등록 방법 

• 학교 췝사이트(ac.edu.au)에서 Current Students => Library 를 클릭합니다. 

 

 

• Library 화면에서 Catalogues 를 클릭합니다. 

 

 

• Catalogues 에서 Libarary Catalogue: Sydney, Brisbane, Hobart, Adelaide, Perth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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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도서관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Register 를 클릭합니다. 

 

 

• 순서에 따라 작성하시고, Middle Initial 에는 학생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Branch 는 Sydney 를 체크하시고, Save 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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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검색 방법 

• 온라인 도서검색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도서관 첫 화면에서 한국어로 직접 검색이 가능합니다.  

 

   

 

 

 

 

3) 전체 한국어도서 검색 방법 

• 검색창 옆에 있는 Basic search 에서 Advanced search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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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s 에서 한국어 도서분류를 확인, Korean collection 을 선택하고 아이콘을 클릭 

    

 
 

•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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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ibrary 에 로그인하여 도서대출 및 연장 신청 

• 온라인으로 도서 대출예약 또는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청합니다(페이지 19 참조).   

• 본인의 moodle 아이디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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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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술자료 검색 

 

1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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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른쪽 상단에 “기관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http://www.db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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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기관: Alphacrucis 또는 알파크루시스 

아이디: alphacrucis 

비밀번호:  alphacrucis2013 

 
 
 

 

 

4) 자료검색을 위해 ‘검색 창’에 키워드를 직접 입력합니다. 

  

 
 
 

• 검색어를 포함하는 논문 및 학술지가 정렬됩니다. 

• 초록색 아이콘              이 표시된 자료는 원문저장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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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회전자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 ‘국회전자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대의 컴퓨터에 협정기관 PC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1) 도서관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국회전자도서관’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a.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하십시오. 

b. 원하시는 자료를 프린트할 때는 도서관 사서에게 요청하시고, 일부 자료는 Copy 할 수 있는 페이지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당 범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c. 본 프로그램에서 원문 다운로드 한 경우 해당 컴퓨터에서만 보실 수 있으며, 별도 저장 하시더라도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2)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원문보기가 지원되는 자료를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이 해당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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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KISS 한국학술정보 

 

학술논문검색사이트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는 1,330 여 개의 학회에서 발행된 

3,320 여 종의 학회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 세계 약 700 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술논문,연구논문,연구자료,학술지 등 다양한 자료를 서비스하며, 주제별, 등재별, 인용지수, 인기논문, 이슈논문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KISS 홈페이지 www.kiss.kstudy.com 에 접속합니다. 

 

 
 

2) 왼쪽 상단에 “기관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아이디:  alphacrucis                            

             비밀번호: alphacrucis2019                  

 
           
          

 

 

 

3) ‘전체 분야’에서 검색할 때는 메인 화면에서 ‘전체검색’을 선택해서 전체 통합검색을 합니다. 

①  주제분류 선택 

②  제목, 저자명, 키워드, 초록, 간행물명, 발행기관명으로 검색 

③  검색어 입력 

④  학술지, 국가지식, 공공저작물 구분하여 검색 

 

 

 

http://www.db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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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항목으로 검색하면 더 빠르고 쉽게 검색됩니다. 
 

 
 

①  전체, 제목, 저자명, 키워드, 초록, 간행물명, 발행기관명 중 선택하여 해당 항목 안에서 검색 

②  KISS 의 자료유형(학술지, 국가지식, 공공저작물) 중에서 원하는 자료범위만 선택 가능  

a. 학술지란? : KISS 에서 저작권계약을 맺어 서비스하고 있는 논문, 학술발표자료집 등의 자료 

b. 국가지식이란? : KISS 국가지식정보사업 서비스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이며, 원문이용 및 열람방식은 제공기관의 정책을 따릅니다. 

c. 공공저작물이란? : KISS 공공저작물서비스는 [저작권법 제 24 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근거하여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표한 자료 및 협약을 통한 자료이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③  검색결과 안에서 다시 검색을 원할 때에는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한 후 검색해 주세요. 

④  다국어입력기를 통해 일본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 및 한자음가, 한자부수 등이 입력 가능합니다. 

 

5) 다양한 검색어와 조건이 필요할 땐 상세검색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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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산자검색: AND, OR, NOT 의 연산자를 선택하여 검색어간의 조건검색 

②  검색어 추가: 최대 5 개까지 검색어 입력 가능 

③  자료구분: 전체, 학술지, 국가지식, 공공저작물에서 선택 

④  주제별 분류: 원하는 대분류, 중분류를 선택 (KISS 분류 기준이며 최대 10 개까지 가능) 

⑤  등재정보: KCI 등재, KCI 후보, 해외등재항목(SCI, SSCI, SCOPUS, AHCI) 선택가능 

⑥  간행물 구분: 전체, 연속간행물, 학술발표집, 단행본에서 선택 

⑦  발행연도: 직접선택 및 최근 1 년, 5 년, 10 년 중 선택 가능 

⑧  정렬기준: 정확도순, 최신발행순, 제목순, 저자순 중 선택 가능 

⑨  ISSN 검색: 간행물의 ISSN 으로 검색 

⑩  전방일치: 전체, 제목으로 항목설정 후 ‘전방일치’를 체크하면 더 정확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a. 전방일치로 검색했을 때의 검색결과 예시 

 
6) 검색된 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거나 “PDF 보기”를 클릭하여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운로드함”을 체크하여 원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7) 위의 검색결과에서 ”인용하기”를 클릭하면 기본적인 서지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 하시면 관심부야, 맞춤논문, 구독기관별, 주제분야별, 관심 간행물의 업데이트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2.4 Paper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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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Search 는 한국학술정보(KISS)에서 운영하는 개인 논문 검색 전문 사이트입니다. 1250 여 개의 학술 단체와 

저작권 계약을 맺고 다양한 학술 연구 정보를 제동하고 있습니다. 

 

• Paper Search 는 개인회원 가입 후에 사용해 주시고, 페이퍼머니를 충전한 경우 비용지불과 관련하여 

    학교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KISS 협약이 이루어지면 KISS 에서 기관회원으로 자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www.papersearch.net 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http://www.db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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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는 자료를 클릭합니다. 

 

 

• PDF 미리보기: 논문 결제 전, 내가 필요한 자료가 맞는지, 논문 앞 2 페이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 단, 미리보기가 제공되지 않는 1~4 페이지의 자료(1,000 원)는 초록 요약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매전에 페이지 수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논문을 수록한 간행물, 발행기관의 정보를 확인하고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서비스, RSS  

-선택 간행물에 논문이 업데이트 되면 알려드립니다. 

(알림서비스-메일, 회원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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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는 대한민국 교육부 출연기관으로, 국내 대학이 

생산, 보유, 구독하는 모든 학술 자원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위논문 준비를 위해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1)  RISS 웹사이트: www.riss.kr  에서 무료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학위논문, 국내학술지논문, 단행본 등으로 검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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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문보기’를 클릭하면 링크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자료에 따라서 저장·인쇄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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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서식 

                    Request Form (문의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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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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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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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교에서 인터넷 이용 

 

1) 인터넷 연결 

• 학교에서 개인 pc 나 모바일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도서관에 등록하고 개인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학교 웹페이지에서 Current Students => Student Forms 를 클릭합니다. 

 
 

• Online Forms 에서 Library and Internet Forms 를 클릭합니다. 

 
 

• 새 화면에서 Internet Access Form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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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을 기입하고 Submit 을 클릭합니다. 

•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개인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2) WIFI 이 접속 방법 

• 개인 pc 나 모바일폰 WIFI 에서 AC 를 선택  

▪ Password: changetheworld 

• WIFI 에 연결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logon 화면이 뜹니다.                           

✓ Username: 학생번호 

✓ Password: 도서관에서 부여 받은 비밀번호 입력 

 

 

 

 

 

 

• logon 화면으로 자동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 사이트를 직접 입력합니다.  

• auth.localnetwork.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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