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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중심 학위과정 안내 

 

알파크루시스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교 학위 과정 특히 신학및 목회학 연구 과정을 통해 사회에 

유익한 학문적 실천적 훈련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핸드북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관련 필요사항과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필요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Philosophy, and 

Master of Philosophy awards.  

 

 

학위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관련 정보, 자료 등을 연구학위과정 학생들과의 무들 상에서의 토론, 포럼 등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또한 등록 관련 안내 및 절차도 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학위 결과 

알파크루시스에서 개설된 학사 이상 모든 상위 학위 과정은 졸업과 함께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지향합니다.  

 

속성 1. 크리스챤 세계관 

성서와 교회의 전통과 관련한 크리스챤 역사와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함축된 내용을 통한 자기 

정체성 이해를 통해 지역과 글로발 커뮤니티 속에서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속성 2. 성실성과 공의 

크리스챤 세계관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상황속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에 근거한 생활을 

영위합니다. 복음과 사회정의 그리고 평등과 상호 존경 및 환경 윤리의 고양을 추구합니다.  

 

속성 3. 커뮤니케이션 

대중들에게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통해 적절한 상황과 맥락에서 높은 수준의 언어 및 서술 능력과 기술을 

갖춥니다. 이것은 시각, 청각, 산술, 수사 및 설득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속성 4. 개인적 사회적 기술 

독립적인 상황에서나 연합적인 맥락 모두에서 상호 관계를 증진하는 기술과 유연성을 갖습니다. 개인적 혹은 

단체의 조직화 기술, 갈등 관리 및 해결 기술, 그리고 타인의 의견 존중 및 가치 인정등을 포함합니다.  

 

속성 5. 비평적 창의적 사고 

비평적 창의적 성찰 능력을 개인적에며 또한 커뮤니티와 관련한 전체 맥락에서 증진합니다. 여기에는 창의적 

연구능력, 분석 종합 능력, 혁신적 해결 능력, 예측 능력 모두가 포함됩니다.  

 

속성 6. 전문적 지식 

학위과정과 관련 분야 전문적 지식을 사용하고 유지하여 이론적 개념적 방법론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관련 지식을 해당 분야에서 축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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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로그램 구조및 개발 전략 

알파크루시스 대학은 학위과정을 개발하면서 관련 분야 훈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호주 교회협의체와 상담을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의 목적은 학생들을 훈련하여 그리스도중심의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대학 프로그램의 개발을 대학위원회의 정규 회의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호주 

크리스챤 교회 지도자, 외부 학자 그리고 자격있는 지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대학의 아카데믹 

위원회가 학제 관리 감독, 관련 교육과정 및 과목의 전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2.1 학위 인준기관 

알파크루시스 모든 연구 학위 과정은 고등고육수준 관리기관 (TEQSA: Tertiary Education Quality Standards 

Agency)이 직접 인정한 과정입니다.  

알파크루시스 대학은 독립 교육기관으로 TEQSA 가 인정하는 학부와 대학원 수준의 학위과정을 제공합니다.  

본 대학은 커먼웰쓰 가번먼트 (Commonwealth Government)에 고등고육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2.2 수업료 보증 

알파크루시스 대학은 HESA 의 수업료 보증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현재 TAFE 다이렉트 오스트랄리아 수업료 보증 

스킴 (non-TAFE 제공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보증에 대한 전체 내용은 아래의 학교 웹싸이트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ac.edu.au/documents/general-documents/  

http://ac.edu.au/documents/general-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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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ctor of Ministry (DMin) 

2.1 개요및 근거 

목회학 박사과정은 교회, 준교회사역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회사및 사회조직에서 중요한 리더쉽 경험이 있고 그 

기술을 더 발전시켜 교회, 사회, 조직 및 커뮤니티에서 더 의미있는 역할을 감당할 졸업생들을 위해 설계된 

학위과정입니다. 목회학박사 졸업생들은 체게적 비평적 이해를 바탕으로 크리스챤 사역 훈련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혁신적 리더쉽 모델을 현대적 상황에서 적용하면서 최근 발전된 이론과 지식을 연구하여 해당 전문 분야에서 

체계적인 적용을 할 수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해당 분야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평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한 

복잡한 상황 이해 등의 향상된 기술 습득을 통해 독립적, 독창적 연구및 학문성을 개발하게 됩니다. 졸업생들은 

크리스챤사역의 전문적 주제들을 구별하고 탐구하며 접근합니다. 연구논문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의미있는 기여를 하여 전문적인 크리스챤 사역 실천에 있어 향상과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1. 비평적, 창의적, 체계적 이해를 통한 실제적이고 복잡한 지식 체계 습득으로 독창적 공헌을 하여 해당 특정 

분야의 실제 사역에 기여한다. 

2. 고급지식과 학문적 훈련을 통해 해당 분야의 최근 발전을 이해한다. 

3. 고급 연구원칙과 방법론을 이해하고 해당 실천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 연구방법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습득한다.  

4. 주체적이고 분석적인 비평적 성찰,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실천 분야에 특정 영역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한다.  

5. 효과적 연구 방법론을 설계 개발 적용을 통해 기존의 전문 실제 영역을 향상시킨다. 

6. 연구질문을 설계하고 독창적이고 복잡한 주제를 연구하며 제시된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7. 복잡한 아이디어와 독창적 지식 그리고 제시된 해결책들을 동료 연구자나 일반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8. 실천 사역 분야에서의 연구와 학문에서 제기되는 현재의 도전과 새로운 발전에 대한 창의적 반응을 제시할  

수 있다.  

9. 새로운 질문과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해당 분야에서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독창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다.  

10. 독립적으로 책임있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선택된 해당 연구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맞게 연구할 수  

    있다.   

      11. 선택한 연구 분야에서 주 논문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며 대화하여 독창적 지식을 통해  

          연구분야에서 동료 연구자와 일반 청중에게 공헌할 수 있다. 

      12. 고급수준의 통합 성찰과정으로 얻은 지식을 통해 사역 및 업무 현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2 입학기준  

1. 일반 입학기준 

• 입학전 프로그램 디렉터와의 인터뷰 필요. '관심의 표명' 서류 제출시 인터뷰 스케쥴 조정; 그리고 5 년의  

  풀타임 사역 혹은 해당 경력. 연계과정, RES601 이수 필요 (CV 이력서 제출: 입학조건에 부합한 커버레터포함) 

• 학부과정 고등학위 (honours degree: AQF level 8 신학 혹은 목회학 및 동등학위 우등학사 학위)  

   졸업하고평균학점 (GPA) 2.8 (지난 2 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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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AQF level 7 신학 혹은 목회학 및 동등학위 우등학사 학위)  준석사학위 (AQF level 8 

   신학 혹은 목회학 과정으로 20 학점 연구과목 포함하고 학점평균 2.8 이상)를 소지하고 5 년 이상의 풀타임  

   사역및 해당 경력. 

• 석사학위소지자로 (AQF level 9 혹은 그 이상의  석사과정으로 신학 혹은 목회학 혹은 동등학위) 60  

   학점이상의 리더쉽 그리고 혹은 사역 관련 학점 혹은 동등한 학점, 그리고 40 학점의 성서 그리고 혹은  

   신학혹은 동등한 학점, 그리고 20 학점의 연구과목을 이수한 경우.  

•  20 학점에 해당하는 논문 (16000 단어)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한 학기 동안 RES601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함. 

• 선수과목에서 제출한 논문 (16000 단어) 이 통과되면 해당 과목을 RES801(박사과정 과목)으로 학점 인정. 

• 본교 MA  학위 소지자는 MTh 과목중 RES601 를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함.    

• 신학 혹은 목회학 이외의 다른 분야 석사학위의 경우는 성적등 (GPA2.8)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수과목  

   2 과목 (RES601 과 BIB601, HIS601, THE601 중 하나)을 이수해야함. 그리고 5 년간의 풀타임 사역및 동등  

경험.  

• 전공은 논문에 따라 목회신학, 목회상담, 기독교교육, 기독교리더쉽 등 여러 분야로 구별됨. 

 

2. 비영어권배경 국제학생 영어기준 

• 비영어권국제학생의 경우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ervice) 7.0 

   이상 혹은 이와 준하는 동등결과 필요.  

 

2.3 코스 구성 

총 240 학점으로 구성: 

• 연구방법론 (20 학점)- 필수 

• 800 레벨 한 과목 (20 학점)- 전공분야에서 선택 

• 50,000 단어 전공분야 연구논문 (200 학점)- 필수 

 

필수과목                                                    학점  

RES801 상급 연구방법론                        20 학점 

RES 연구논문                                             200 학점 

 

전공과목 

LEA802 상급 리더쉽 연구                       20 학점 

MIN802 상급 사역 연구                         20 학점  

 

2.4 캠퍼스  

DMin 과정은 파라마타 메인 캠퍼스에 개설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 

 

2.5 프로그램 다이렉터 

학위 관련 문의는: sungrual.choi@ac.edu.au; hannah.chang@ac.edu.au

mailto:hannah.chang@ac.edu.au%0C3
mailto:hannah.chang@ac.edu.au%0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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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ctor of Philosophy (PhD)  

3.1 개요및 근거 

철학박사과정은 신학, 경영 및 교육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문과 기술을 

더 발전시켜 교회, 사회, 조직 및 커뮤니티에서 더 의미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학위과정입니다. PhD 

졸업생들은 체계적이고 비평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분야의 최근 연구와 관련해 수준 높은 지식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신학 전공은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 그리고 목회 학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본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해당 분야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평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한 복잡한 상황 이해 등의 향상된 기술 습득을 통해 

독립적, 독창적 연구및 학문성을 개발하게 됩니다. 졸업생들은 크리스챤사역의 전문적 주제들을 구별하고 탐구하며 

접근합니다. 연구논문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현격히 독창적이고 의미있는 기여를 하여 해당 전문분야에서 향상과 

성취에 공헌하게 됩니다.   

 

철학 박사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 비평적, 창의적, 체계적 이해를 통한 실체적이고 복잡한 지식 체계 습득으로 독창적 공헌을 하여 해당 특정 

분야, 즉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 목회, 경영, 리더쉽, 커뮤니케이션, 교육, 교육리더쉽 그리고 신학교육 등의 

특정 영역의 발전에 기여한다. 

• 고급지식과 학문적 훈련을 토해 해당 분야의 최근 발전을 이해한다. 

• 고급 연구원칙과 방법론을 이해하고 해당 실천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 연구방법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습득한다.  

• 주체적이고 분석적인 비평적 성찰, 종합 평가등을 통해 신학, 경영, 그리고 교육 분야의 특정 영역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한다. 

•  효과적 연구 방법론을 설계 개발 적용을 통해 기존의 전문 실제 영역을 향상시킨다. 

• 연구질문을 설계하고 독창적이고 복잡한 주제를 연구하며 제시된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 복잡한 아이디어와 독창적 지식 그리고 제시된 해결책들을 동료 연구자나 일반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연구와  학문에서  제기되는  현재의  도전과  새로운  발전에  대한  창의적  반응을  제시할  수  있다 .  

• 새로운 질문과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해당 분야에서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독창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다.  

• 독립적으로 책임있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선택된 해당 연구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맞게 연구할 수 

있다.  

• 선택한  연구  분야에서  주  논문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며  대화하여  독창적  지식을  통해 

연구분야에서 동료 연구자와 일반 청중에게 공헌할 수 있다. 

• 고급수준의 통합 성찰을 통해 얻은 지식을 통해 사역 및 업무 현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mailto:hannah.chang@ac.edu.au%0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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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학기준  

1. 일반 입학기준 

• 입학전 프로그램 디렉터와의 인터뷰 필요. '관심의 표명' 서류 제출시 인터뷰 스케쥴 조정;  

   (CV 이력서 제출: 입학조건에 부합한 커버레터포함) 

• 관련분야 학부과정 고등학위  8 등급(honours 1 혹은 2a) 혹은 동등학위. RES601 수준과 동일한 연구 방법론 

   지식과 관련 분야 전공 영역 지식. 

• 석사학위소지자로 (AQF level 9 혹은 그 이상의  석사과정 관련 전공 학위 혹은 동등학위), 그리고 20 학점의 

연구과목을 이수하고 학점평균 GPA 2.8 이상인 경우.  RES601 수준과 동일한 연구 방법론 지식과 관련 분야 

전공 영역 지식. 

 

2. 비영어권배경 국제학생 영어기준 

• 비영어권국제학생의 경우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ervice) 7.0 

이상 혹은 이와 준하는 동등결과 필요.  

 

3.3 코스 구성 

총 240 학점으로 구성: 

• 80000 단어 전공분야 연구논문 (240 학점)- 필수 

 

필수과목      학점 

RES 803 PhD 연구논문                               240 학점 

 

3.4 캠퍼스  

PhD 과정은 파라마타 메인 캠퍼스에 개설 

 

3.5 프로그램 다이렉터 

학위 관련 문의는: sungrual.choi@ac.edu.au; hannah.chang@ac.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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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ster of Philosophy   

4.1 개요 및 근거 

철학석사과정은 연구과정으로 신학, 경영및 교육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문과  기술을 더 발전시켜 교회, 사회, 조직 및 커뮤니티에서 더 의미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학위과정입니다. MPhil 졸업생들은 체계적이고 비평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분야의 최근 연구와 관련해 

수준 높은 지식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신학 전공은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 그리고 목회 학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본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해당 분야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평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한 복잡한 상황 이해 등의 향상된 기술 

습득을 통해 독립적, 독창적 연구및 학문성을 개발하게 됩니다. 졸업생들은 크리스챤사역의 전문적 주제들을 

구별하고 탐구하며 접근합니다. 연구논문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현격히 독창적이고 의미있는 기여를 하여 해당 

전문분야에서 향상과 성취에 공헌하게 됩니다.   

 

Mphil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 비평적, 창의적, 체계적 이해를 통한 실체적이고 복잡한 지식 체계 습득으로 독창적 공헌을 하여 해당  

특정 분야, 즉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 목회, 경영, 리더쉽, 커뮤니케이션, 교육, 교육리더쉽 그리고  

신학교육 등의 특정 영역의 발전에 기여한다. 

• 고급지식과 학문적 훈련을 토해 해당 분야의 최근 발전을 이해한다. 

• 고급 연구원칙과 방법론을 이해하고 해당 실천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 연구방법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습득한다.  

• 주체적이고 분석적인 비평적 성찰, 종합 평가등을 통해 신학, 경영, 그리고 교육 분야의 특정 영역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한다. 

• 효과적 연구 방법론을 설계 개발 적용을 통해 기존의 전문 실제 영역을 향상시킨다. 

• 연구질문을 설계하고 독창적이고 복잡한 주제를 연구하며 제시된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 복잡한 아이디어와 독창적 지식 그리고 제시된 해결책들을 동료 연구자나 일반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연구와 학문에서 제기되는 현재의 도전과 새로운 발전에 대한 창의적 반응을 제시할 수 있다 .  

• 새로운 질문과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해당 분야에서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독창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다.  

• 독립적으로 책임있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선택된 해당 연구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맞게 연구할  

수 있다.  

• 선택한 연구 분야에서 주 논문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며 대화하여 독창적 지식을 통해  

연구분야에서 동료 연구자와 일반 청중에게 공헌할 수 있다. 

• 고급수준의 통합 성찰을 통해 얻은 지식을 통해 사역및 업무 현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Alphacrucis | 11  
 

 

 

4.2 입학기준  

1. 일반 입학기준 

• 관련분야 학부과정 고등학위  7 등급(honours 1 혹은 2a) 혹은 동등학위. 

• 그리고 해당분야 8 등급 준석사 학위, 그리고 평균학점(GPA) 2.8 이상  

•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로 (AQF level 9 혹은 그 이상의  석사과정 관련 전공 학위 혹은 동등학위) 

• 특례입학: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이 있는 경우, 입학 자격조건의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학과장의 

          면담 후 결정 

 

2. 비영어권배경 국제학생 영어기준 

• 비영어권국제학생의 경우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ervice) 

7.0 이상 혹은 이와 준하는 동등결과 필요.  

 

4.3 코스 구성 

총 120 학점으로 구성: 

• 연구방법론 20 학점- 필수 

• 전공분야 700 레벨 한과목 

• 30000 단어 전공분야 연구논문 (80 학점)- 필수 

 

필수과목          학점  

RES 701   연구방법론                                    20 학점 

RES 703    MPhil 연구논문                              80 학점 

 

전공 과목 

XXX706 연구세미나발표                           20 학점 

 

4.4 캠퍼스  

Mphil  과정 개설 캠퍼스:  파라마타 메인 캠퍼스및 온라인  

 

4.5 프로그램 다이렉터 

학위 관련 문의는: sungrual.choi@ac.edu.au; hannah.chang@ac.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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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스등록 및 행정 관리 

5.1 입학 

알파크루시스대학 Higher Degree 연구과정의 입학은 ‘관심의 표명 (Expression of Interest)’으로부터 시작되며, 

• 다음 링크, https://fs25.formsite.com/AlphacrucisCollege/form225/index.html?1587510761404  

대학의 입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학생의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Academic admission 의 요건을 충족 시켜야하며, 

• 입학원서와 추가서류 

• 면담 

학교는 만일 학생이 학문적으로 대처할수 없거나 입학원서 혹은 추천서에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하여 

나타나 있을경우 입학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1.1  입학과 차별대우금지법 

1977 NSW 차별금지법과 1984 Commonwealth 성차별금지법에 따라,  알파크루시스 신학대학의 입학에 성별, 나이, 

인종, 출신국가, 교파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어느학생도 불이익 혹은 특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2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행정팀의 안내로 이루어집니다. 특정된 프로그램의 충족요건을 고려하여 이 수강신청을 만족시키는 

과목 선택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학생의 수강신청을 돕기 위하여 알파크루시스 학교 웹사이트에 시간표와 

과목명이 올려집니다. 학생들은 수강신청 이전에 Program Director 에게 학업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구할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이 마쳐지면, 발송된 인보이스의 내용대로  개강전까지 학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5.3 학점인정 

다른 학교에서 이수하신 학점은 Academic Board 에서 작성한 평가안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행정실에 타학교에서 이수한 성적표를 제시하시면 Program Director 의 확인하에 학점인정 내용을 이메일로 

화일첨부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ac.edu.au/ppm/advanced-standing-and-credit-transfer-polic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 학비 

학비 전액은 해당 학기 개강일 이전에 지불하셔야합니다.   학비지불없이 강의에 들어가실 수 없으며,  만일 

수강신청변경일 이후 학비 지불이 안되었을 경우 혹은 지불계획서대로 진행이 안된 경우는 자동적으로 성적이 

Fail(F)로 처리됩니다. 학비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행정실에 연락하여 수강신청 변경일 이전에 

withdraw 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5.5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리셉션에 문의하셔서 ‘Variation of enrolment form’(수강신청 변경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수강신청 변경일(Census Date) 이전에 행정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후 학기가 시작하고 첫째 주 안에 과목을 변경할시엔 Penalty 가 부과되지 않으나, 둘째 주부터는 과목변경시 

한 과목당 $200 의 Penalty 가 부과되며, 학기 시작 후 14 일후(수강신청 변경마감일 Census Date)엔 수강신청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http://ac.edu.au/documents/koreandocuments 

https://fs25.formsite.com/AlphacrucisCollege/form225/index.html?1587510761404
http://ac.edu.au/ppm/advanced-standing-and-credit-transfer-policy/
http://ac.edu.au/documents/korean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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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휴학 및 취소 

코스를 지정된 날짜전(census date)에 취소할 경우에는 성적에 영향이 없습니다. 개강전에 취소하실 경우 학비는 

환불되지만 행정비가 25%-50% 부과됩니다. 지정된 날짜 이후에 취소할 경우엔 모든 과목에 ‘F(낙제)’ 점수를 

받게되며, census date(수강신청변경마감일) 이후에는 학비가 환불 되지 않습니다. (Fee Help 의 경우는 

수강신청변경일 이후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안내서를 자세히 읽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http://ac.edu.au/ppm/withdrawal-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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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의 수강신청변경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he.moodle.ac.edu.au/moodle/mod/page/view.php?id=233126 

 

5.7 개인정보 보호법안 

알파크루시스 신학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안에 따라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가 있으시면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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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Fee-Help 

Fee-Help 는 2018 년 기준 $102,392 까지 사용 가능하며,  개인 연수익이 $55,874 에 다다르면 ATO 에서 repayment 을 

요구하게됩니다.  

Fee Help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3nr8uzk0yq0qe.cloudfront.net/media/upload/documents/2020/April/ed19-0226_fee-

help_booklet_acc2.pdf  

 
 

5.9 행정문의 및 서류제출 

연구생들은 관련 문의와 모든 완성된 form 을 아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HDR.Korean@ac.edu.au 

http://ac.edu.au/ppm/privacy-policy/
https://d3nr8uzk0yq0qe.cloudfront.net/media/upload/documents/2020/April/ed19-0226_fee-help_booklet_acc2.pdf
https://d3nr8uzk0yq0qe.cloudfront.net/media/upload/documents/2020/April/ed19-0226_fee-help_booklet_acc2.pdf
mailto:HDR.Korean@ac.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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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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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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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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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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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of Philosophy 코스과정 과목은 아래와 같은 성적 평가 제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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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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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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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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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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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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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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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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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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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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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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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tudent Extension Requests Process Flow 

 

1. Start of process  

 

- An event occurs bringing about the need for the  

  student to request an extension  

2. Student requests 

    extension  

 

- Student accesses the Alphacrucis website, and under  

   “Current Students” tab, goes to the “Request for  

   Extension Form”  

- Student populates the form with relevant information  

- Once submitted, the form is directed to the  

  appropriate lecturer  

3. Request reviewed  

 

- Extension requests will be handled by the appropriate  

  lecturer  

- If the individual lecturer is unsure of whether  

circumstances warrant an extension, eg the request  

does not align to established criteria, the request is  

directed to the relevant course director. The course  

director will table the request at HESAC (Higher  

Education Student Affairs Committee)  

4. Unsure if extension can  

   be granted?  

- If no, go to 6. Extension granted?  

- If yes, go to 5. Request reviewed at HESAC  

5. Request reviewed at  

   HESAC  

 

- The course director notifies the student and advises  

  the request is pending a decision by HESAC  

- The course director advises the Registrar to include the  

  Request for Extension on the upcoming weekly HESAC  

  Agenda  

- The HESAC members review the request and either  

  grant or reject the request  

6. Extension granted?  

 

- If no, go to 7. Student advised that extension request  

  rejected  

- If yes, go to 8. Student advised extension request  

  granted  

7. Student advised that  

    extension request  

    rejected  

- The request for extension is rejected, the student is  

advised of such via an email response generated via  

the Extension Reques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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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if the request is rejected by HESAC,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quest and rejection is placed in the  

student’s file by the Registrar and the HESAC rejection  

will be included on the online Extension Request Form  

- Go to 11, End of Process  

8. Student advised  

    extension request  

    granted  

 

- The request for extension is granted, the student is  

advised of such via an email sent by the most  

appropriate HESAC member through the online  

Extension Request Form  

- Note: if the request is granted by HESAC,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quest and approval is placed in the  

student’s file by the Registrar and the HESAC approval  

will be included on the online Extension Request Form  

9. PEPi updated  

 

- At the end of each teaching period (Terms 1,2,3,4),  

  Registrar’s Office notified of student extension being  

  granted  

- Registrar’s Office update PEPi with relevant  

  information :  

  * Status changed to Extension Granted in Assessment  

    Details panel for the Assessment Element of the unit  

10. Extension requests  

     report reviewed by  

     HESAC  

 

- 1 week prior to last HESAC of Teaching Period,  

  DMA(CS)  

  Assistant to remind DMA(CS) and DCON to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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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of students granted extensions by HESAC  

  (contact other lecturers if need be)  

- DMA(CS) and DCON to update the online extension  

  requests with progress / findings  

- At the end of each Teaching Period the Extension  

  Requests receive final review at HESAC  

- If it’s found that any student is in danger of not  

  submitting completed assignment/s before end of   

  extension period, HESAC will determine next course of  

  action  

11. End of process  

 

If the student is satisfied with the outcome, this is the end of the 

process. If the student is not satisfied with the outcome, s/he is 

entitled to appeal.  

12. Appeal  

 

If the extension granting authority is the lecturer, the student 

may appeal to HESAC via the lecturer.  

If HESAC is the extension granting authority, the student may 

appeal to the Academic Dean. The decision made by the 

Academic Dean is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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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tudent Extension Request Process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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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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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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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igher Education 논문양식  

작문 및 에세이 제출은 대학에서 학문적 개인적 훈련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며 강조하는 과제물입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연구를 추구하는 학생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연구결과가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세이 작성을 통해서 구두 발표보다 더 관련자료들을 잘 소화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쓰기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고를 중진시키고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해당 과목의 과제물을 준비하고 완성해 제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학생에게도 커다른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에세이 작성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 이해 발전등을 평가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스트레스, 즉 짧은 시간안에 기억을 

되살려 표현하는 긴장을 덜어줍니다.  에세이 과제는 사려 깊은 생각과 잘 계획된 답변 을 차분하게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더 높은 질의 결과가 가능해집니다. 

 

7.1 과제물 제출 형식 

모든 논문은 그 내용과 함께 구성 양식도 평가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논문양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지만 국가별 혹은 연구분야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논문양식은 각 학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알파크루시스 대학교는 Turabian Style 을 바탕으로 일관성과 간결성의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관성은 연구자 개인의 결과물뿐 아니라 학문 공동체로서 학교의 통일된 양식을 따르는 

것이며, 간결성은 최소의 형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표기함으로써 논문을 읽고 평가하는 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7.2 참고문헌 양식 reference style 

알파크루시스 대학의 일반적인 논문양식은 ‘시카고 양식’(Chicago Style) 또는 APA 양식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토용되는 것을 사용하지만 국가별, 대학별, 혹은 연구분야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논문양식은 각 대학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7.2.1 논문양식 메뉴얼  

• AC 논문양식 정식규정집(2018 ver2)을 따릅니다. 

• 논문양식 정식규정집과 논문표지(title page)는 무들 과목방 또는 AC 웹사이트 Korean Documents 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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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APA 양식 

APA 양식은 참고문헌양식, 페이지 서식, 제목, 소제목 등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아래와 같다. 

 
모든 자료는 본문 안에서 정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동시에 에세이의 마지막에 전체 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더 

자세한 참고문헌 처리 관련해서는 APA 스타일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개별 수업시간에 제시되는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래 참고문헌 표본을 참조바란다. 

Book: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Chapter in a Book: 

Danowski, J. A. (1982). A network-based content analysis methodology for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An illustration with a computer bulltin board. In M.  

    Murgoon (Ed.), Communication yearbook 6 (pp. 904-284).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Journal Articale: 

Crow, T. (2000). Did homo sapiens separate on the y chromosome? Psycoloquy 11.    

   Retrieved from  

   ftp://ftp.princeton.edu/harnad/pPsycoloquy/2000.volume.11/psyc.00.11.001.language- 

sex-chromosomes.1.crow 

ftp://ftp.princeton.edu/harnad/pPsycoloquy/2000.volume.11/psyc.00.11.001.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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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인용과 표절 

직접인용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직접 인용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표현으로 논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잘못입니다. 직접인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자의 표현이 독창적이어서 그 표현을 더 향상시키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에세이에 직접인용을 하여 논문의 논점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된다.  

• 저자의 주장을 비평하거나 코멘트하기 위해 직접인용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인용 내용을 학생 자신의 표현과 용어로 바꾸어서 다루어야 하고 인용하였음을 참고문헌 

형식을 따라 처리하여 나타내주어야 합니다. 

요약, 요약의 경우에도 요약된 내용은 각주를 붙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른 저자의 문단 제목들을 모아 제시하는 

것은 학문적 에세이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직접인용, 직접인용을 한 경우에는 문장 그대로 구두점, 맞춤법 및 대소문자 등을 포함해서 그대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본에 오류가 있는 경우(철자 등) 에는 [sic]를 써서 원본에서 잘못된 그대로이고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가 아님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직접인용은 큰 따옴표로 인용의 앞 뒤에서 표시하여야하고, 네 줄 이상의 인용의 

경우에는 전체인용문장을 왼쪽에서부터 들여쓰기하고 싱글라인스페이스로 처리합니다. 들여쓰기를 한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용 내 인용, 인용된 문장 안에서 인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문장을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그 안에 

있는 인용부분은 작은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들여쓰기를 한 긴 문장인용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들여쓰기가 큰 따옴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블럭안에서의 인용된 자료는 큰따옴표로 처리합니다. 

줄임표,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긴 인용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긴 문단에서 비평적인 부분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인용 내용을 부분적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줄임표는 구두점 3개로 사이에 간격을 두어 

표현합니다. 줄임표는 인용의 시작, 중간, 혹은 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줄임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4 연구 기술과 도움 

연구기술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적인 글쓰기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연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문적 글쓰기와 관련해 현재에 사용되는 용례들을 주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서관과 데이타베이스를 잘 활용하여 연구와 글쓰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그에 따라 준비할 수있도록 한다. 

 

학과 과정의 모든 학생들은 학문적 글쓰기를 위해 도움을 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자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들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있는 글쓰기 관련 기술을 위해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들에 있는 Study Skills 모듈에 등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료, 조언 및 기타 기본적인 

절차가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시간관리    • 연구 기술 

• 참고문헌 처리 방법   • 표본 에세이 

• 일반 성적처리 기준   • 개인별 지도요령 

 

추가로, RES601과 RES801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방법론, 연구및 쓰기 기술등에 관해 더 심도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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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 

8.1 AC 연구 

알파크루시스 대학은 연구문화와 커뮤니티를 장려합니다. 연구는 대학의 핵심으로 AC 협의회의 핵심 전략 

계획입니다. 

 

AC Goal 3 전략계획: 연구 

연구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연구능력과 교수및 학생들의 연구능력과 성과를 증진하며 다른 기관들과 연구 

파트너쉽을 발전시킨다. 

S.3.1  연구위원회를 통해 대학의 연구 노력 집중 및 안내 

S.3.2  주요 전공분야에서 대학의 연구 인지도 강화 

S.3.3  연구가 활발한 교 수및 학생을 위한 재정 및 협력 지원 

S.3.4  연구를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  

S.3.5  지속적인 내부 콜로키엄, 컨퍼런스,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오순절 헤리티지 센터를  

        통해 연구 커뮤니티 형성   

 

AC 연구는 연구센터, 연구관련 정책, 온라인 연구자료, 연구 훈련, 연구결과, 연구윤리, 연구자금, 연구감독, 

연구컨퍼런스 등을 포함합니다. AC 연구는 연구책임자(director)가 지도하며, 아카데믹위원회 

(academic board)의 연구위원회(research committee)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주요목표는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커뮤니티를 형성함에 있으며, 목표성취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AC 전략계획 해당 항목) 

전문적 개발 워크샾 개최를 통해 출판, 초안준비, 연구감독, 승진신청, 지원금 

신청 등 교육  

(S.3.1 S.3.5) 

연구감독교수와 학생의 지도보고서및 일지 관리  (S.3.1) 

AC 웹싸이트의 연구싸이트 관리  (S.3.1) 

연구센터를 설립 및 운영: 펜티코스탈 헤리티지 센터등  (S.3.2 S.3.7) 

연구모임 형성및 격려  (S.3.2  S.3.3  S.3.4  S.3.7) 

학문적 컨퍼런스와 세미나 운영  (S.3.6)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연구활동 지원프로그램 실행  (S.3.5  S.3.6) 

연구활동 지원 예산 할당  (S.3.3) 

APS press 및 동등한 출판사를 통해 AC 출판물 관리  (S.3.5   S.3.6) 

AC 교수진의 전공영역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상담 기회제공  (S.3.2) 

AC 연구플랜을 필요시(일반적으로 매년) 작성, 커뮤니케이션 및 실행 여부 점검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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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콜로키아 (세미나) 

학제간 학문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매월 컬로키움(세미나)를 개최하고 아카데믹 스타프(풀타임, 파타임, 기간제)와 

연구과정 학생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연구와 탐구를 상호 교류하도록 장려하여 상호 토론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연구와 관심사항에 대해 내부 피드백을 받들 수 있도록 하여 외부 발표와 출판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교수들과 연구과정 학생들의 출판과 컨퍼런스 프리젠테이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8.1.2 연구 라운드테이블 

연구라운드테이블은 중요한 주제와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 대학의 연구 

문화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1 년에 정기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점심이 제공됩니다. 연구 

지도교수들은 연구과정학생들을 격려해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적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8.1.3 컨퍼런스 참석및 지원 

AC 연구는 격년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제적 지명이 있는 강사를 지명하여 교수와 대학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다른 대학의 교수들과 대학원 학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갖습니다. 연구과정 학생들은 논문을 

제출하도록 격려합니다. 국제컨퍼런스가 없는 해에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Barret Lectures 라 명명하고 호주의 

펜티코스탈 학문성을 고양합니다. 연간 예산편성에서  대학원학생을 위한 연구지원정책(Research Resources for 

Postgraduate Students Policy)에 따라 컨퍼런스 참가 비용을 지원하여 연구과정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8.1.4 펜티코스탈 헤리티지 센터 

대학의 연구문화는 2001 년에 세워진 펜티코스탈 헤리티지 센터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펜티코스탈 자료가 물리적 자료와 전자 디지탈 자료로 보관되어 있어 자유롭게 웹저널 형태로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연구와 학문성 증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어 호주의 크리스챤교회의 카리스마틱 운동과 

펜티코스탈 운동 영향과 역사 연구에 크게 기여합니다. 펜티코스탈 헤리티지 센터(PHC) 는 AC 중앙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특수목적 뮤지엄은 전문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방화벽과 온도조절 그리고 조명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항상 이용가능하여 연구 출간과 국제 컨퍼런스등에 좋은 설비와 

여건을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펜티코스탈과 카리마틱 운동과 관련해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료를 보관한 곳 

중의 하나로, 구두 음성 자료를 포함해 초기 문헌 자료 등 광범위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과 주요 

지도자들 그리고 펜티코스탈 교회와 선교 조직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기증받아 개인기록물, 교단 간행물, 

교회관련자료, 편지, 일기, 사진, 슬라이드, 회의록, 작품, 16 미리 필름, 비디오, 카셋트테이프, 레코드 등의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HC 자료센터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1.5 Australian Pentecostal Studies 

1999 년, 알파크루시스 대학은(당시 Southern Cross College) Australian Pentecostal Studies 저널을 발간 

하였습니다. 발행 목록과 논문들은 http://webjournals.ac.edu.au/journals/aps/. 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은 알파크루시스 대학과 구별되어 있지만(별도의 편집 위원회에 의해 관리) 알파크루시드대학의 전적인 

지원과 협력하에 있습니다. 

이 저널의 목적은 학제간연구 및 통합적이고 상황적인 연구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당대의 상황속에서의 

학문적연구가 안고 있는 긴장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 지구화되어 가는 세계에서의 지역적 촛점 유지, 

지역과 문화 교단적 구별성의 가치를 확보, 교회일치 및 학제간 문화간 대화의 폭을 확장하는 것 등 입니다. 이러한 

http://webjournals.ac.edu.au/journals/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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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들을 양극화하여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본 저널은 창조적으로 그 긴장을 포용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희망은 저널의 제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Australian Pentecostal Studies 는 그 제목에서 지역성과 신앙 고백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간, 문화간 그리고 

교회일치적 대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의미합니다. 각 논문은 국내 혹은 국제적 투고를 포함해 모두 국제적인 교류의 

현장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알파크루시스대학 학생들과 스텝 모두 이 저널에 관심과 투고를 환영합니다.  

 

8.1.6 Crucis 

크루시스(Crucis)는 인기있는 발표 싸이트입니다(http://crucis.ac.edu.au/). 대학 스태프, 학생, 졸업생 그리고 

관계자들 모두가 짧은 글과 일상의 단상, 팟캐스트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구 및 학업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입니다. AC 교수와 연구과정학생들은 연구 결과를 학문적 저널과 책을 통해 발표하지만, 크루시스는 그러한 

연구들을 보다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소개합니다. 또한 졸업생들도 크루시스를 통해 졸업후의 

경험을 소개함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연구하며 기록하는 연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물론 학문적 연구 동기에서 크루시스에 투고할 수 있지만, 원고 선택은 단순한 상호 평가(peer-reviewed)가 아닌 

전문 편집자 두 명에 의해 검토됩니다. 기준을 보면, 첫째 작문과 생각의 질, 둘째로 크루시스 가이드라인 준수, 

셋째로 AC 아카데믹 자유 정책 준수 http://ac.edu.au/ppm/academic-freedom/ 등입니다. 저자 가이드라인은 

크루시스에 투고를 원하는 경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투고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준비될 수 있는데, 학문적 연구, 설교준비, 과목 과제물, 개인적 독서와 성찰, 사역경험 등 

다양합니다. AC 리서치는 크루시스가 AC 관련 모든 사람들과 커뮤니티 전체의 지식 나눔의 통로가 되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신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8.2 학생 연구 지원 

연구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공관련 안내, 직업 및 정신 건강 

관련 분야를 포함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학년 연구과정 학생들에게 일회에 한 해 가르치는 경험을 갖고 교수 

경력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상담은 대학원 과정 학생 감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 설명된 대로, AC 교수진은 여러 학위 과정에 등록된 

대학원학생들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연구프로젝트는 연구위원회(research committee) 승인을 받고 

진행상황은 프로그램 책임자(program director)가 점검합니다.  

 

1. 고등학위연구감독 (Higher Degree Research Supervision) 

고등 학위 연구 감독 정책 (Higher Degree Research Supervision Policy) (http://ac.edu.au/ppm/hdr-supervision-

policy/) 에서 다루어진데로 고등학위연구과정 학생들은 한 명 이상의 지도교수가 있어 연구를 지도받게 됩니다. 

지도교수와 학생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계는 대학의 연구문화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에는 

선발기준, 지명과정, 주지도교수와 부지도교수의 역할과 책임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도교수와 학생은 각각의 

역할을 토의하고 학위과정의 기대와 요구사항들을 토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공통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    논문의 주 목적 

•    주요 단계 

•    제시된 일정표 

•    협력 방법 

http://crucis.ac.edu.au/
http://ac.edu.au/ppm/academic-freedom/
http://ac.edu.au/ppm/hdr-supervision-policy/
http://ac.edu.au/ppm/hdr-supervision-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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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항목은 주기적으로 점검되어 논문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논문지도회의 기록양식을 회의시 

작성 보관합니다. 학생이 논문 진행과 관련하여 비공개로 상담하기 원하는 경우 지도교수와의 면담전에 프포그램 

다이렉터를 만나 조언을 구하도록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다이렉터는 AC 정책에 준해 

주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예를들어, 프로그램다이렉터가 지도교수인 경우) 학생은 

비공개를 원하는 관심사항을 학장(Dean of School), 연구다이렉터(Research Director), 아카데믹 학장(Academic 

Dean)에게 면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주고 받으며 그 내용을 잘 시행하는 것은 연구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의와 학생 연구 

발전 그리고 연구의 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Director of Research 와 연례 면담을 신청하여 연구진행과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면담에서는 

지도교수와의 관계등 논문지도 관련 사항을 비공개로 상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컨퍼런스 참가 비용 지원 (Funding for Conference Travel) 

연구과정 학생들의 컨퍼런스 참석을 권장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 학술 컨퍼런스참석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http://ac.edu.au/ppm/research-resources-postgraduates-students-policy/). 지원금은 참가 

비용의 일정부분을 보조하며 등록비, 식사비, 항공료, 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선발, 지원금, 응모 기타 

규정은 해당 웹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3.  연구과정 학생들 

PPM 연구 자료 대학원 학생 정책 (PPM Research Resources Postgraduate Students Policy)에 따라 

(http://ac.edu.au/ppm/research-resources-postgraduate-students-policy/) 연구과정 학생들은 교수실에 

연구과정학생을 위한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진과 동일하게 복사기, 편의시설 그리고 

인터넷등 모든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공간은 연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교수연구조교들에게 제공되며, 모든 연구과정 학생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가능하고, 6 개월 동안 지속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개월  사용신청은 학기별로 연 2 회 서류 신청서를 

접수한합니다. 6 개월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다이렉터에게 각 학기 첫 날까지 

제출하고, 우선권은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프로그램 다이렉터는 시절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사용신청서를 모두 고려한 후 매 학기마다 사용 배정을 

결정합니다. 연구공간 고정사용 신청 해당 학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대학원 연구과정에 등록 

•  캠퍼스에 다른 공간이 없는 경우 혹은, 

•  6 개월 동안 논문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우 혹은, 

•  특별한 경우(차일드케어, 건강및 장애상의 이유 혹은 연구자의 상황과 관련하여 현저한 이유) 

 

파라마타 도서관에는 연구공간과 책상이 구비되어 있고, 펜티코스탈 헤리티지 센터(PHC)에도 4 개의 작업데스크를 

구비하고 연구과정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환경 건강 안전 매뉴얼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Manual)도 숙지하여야 합니다.  

http://ac.edu.au/ppm/research-resources-postgraduates-students-policy/
http://ac.edu.au/ppm/research-resources-postgraduate-students-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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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윤리승인  

연구윤리위원회(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는 아카데믹 보드에 속한 임시 위원회로 회합을 갖고 중요 

관찰요구로 분류된 연구프로포잘을 평가합니다. 제출된 프로젝트의 위험 수준에 대한 최초 평가는 지도교수, 학장, 

혹은 그에 준하는 담당자가 평가를 합니다. 최소위험(Minimal risk)으로 분류된 프로젝트는 연구다이렉터 혹은 

동등한 담당자가 승인하며, 위험증가(increasing minimal risk)로 분류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학생과 지도교수는 논문에 포함될 민감한 자료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엄밀하게 사전에 등록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연구과정에서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혹은 수정 윤리검토가 요구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페이지를 참고합니다: http://ac.edu.au/ppm/research-ethics-and-policy/    

 

8.4 지적재산권 (소유권) 

호주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독창적 개발을 위한 인적성찰 결과적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적 지식에 대한 

소유권은 발명, 무역상표, 디자인, 아이디어의 적용 등을 포함합니다. 알파크루시스 대학은 학생들에 의한 

지적재산권 소유권을 일반적으로는 요구하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학생과 교수가 공동 작업한 결과물 

•    알파크루시스 대학의 자금지원, 자료제공, 시설및 장비가 현저히 사용하거나 공헌한 경우 

•    알파크루시스 대학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을 사용한 경우 

 

알파크루시스대학 소유 지적 재산권 사용 

알파크루시스대학이 스탭과 학생에 의해 개발및 창작된 작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요구하는 경우, 스텝 혹은 

학생은 비배타, 무로얄티, 그리고 비변경 원칙하에 연구및 교육 등 관련 자료에 대해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ac.edu.au/ppm/intellectual-property-policy/.

http://ac.edu.au/ppm/research-ethics-and-policy/
http://ac.edu.au/ppm/intellectual-property-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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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과정학생 (Candidature) 및 논문심사    

9.1 연구과정 학생 (Research Student Candidature) 

연구학생후보정책(Research Student Candidature Policy  http://ac.edu.au/ppm/research-student-candidature-

policy/) 의 2.3.2 입학과정및 의사결정 항목에는, 고등학위연구(HDR) 학생관련 캔디데이터 확인 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두 프리젠테이션이 켄디데이터 확인 페널 앞에서 시행되며, 패널 구성은 연구위원회 멤버와 관련 

연구분야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에서 학생들은 계획한 연구분야를 설명하고 논문 방향, 범위, 계획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연구질문 향상, 방법론 보완, 관련 연구분야 

추가 조언 및 전문적 기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등 폭 넓은 조언을 받는 기회입니다. 이미 다른 연구 프로그램에서 

검토받은 경우이거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후보자로 확인받았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로써 성적을 

확인받으면 후보자는 평가가능한 논문을 계획된 순서와 시간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확인이 됩니다. 

후보자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연구자와 동료 연구자들에게서 더 많은 피드백과 제안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합니다. 연구위원회에  추천은,  캔디데이터 패널만이 권한이 있습니다.   

 

후보자로 성공적으로 확인 받은 학생은 Mphil 학생의 경우에는 6 개월 후에 후보자 중간리뷰(FTE)를 실시하고 PhD 

학생의 경우에는 12 개월 후에 후보자 중간리뷰(FTE)를 진행합니다. 이 리뷰는 리서치 다이렉터, 프로그램 책임자, 

그리고 학장이 학생 참여로, 대면 혹은 컨퍼런스 통화 형식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참여 대상자가 논문지도교수인 

경우에는 대신해서 다른 교수가 패널리뷰에 참여합니다. 만일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동일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경우에도 제 삼자가 대표자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대표자는 학장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그 시점까지의 진행 상황을 1-2 페이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 보고서에는 

지도교수면담(지도교수면담 기록형식과 함께), 진행과련 사항,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이 보고서는 리뷰회의가 있기 전  적어도 2 주일 전에 연구다이렉터 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 지도교수는 1-2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의 진행과정과 연구성과 진행사황 그리고 연구 지속 가능성 및 완성 능력 

여부 등에 관해 기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켄디데이터 확인 이후 그동안 진행된 연구에 대해 구두로 

발표하여야 합니다.  

 

연구학생후보정책(Research Student Candidature Policy)은 후보연장, 휴학, 호소및 중재 관련 개요를 포함합니다.    

* 관련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ac.edu.au/ppm/research-thesis-examination-policy/ 

    

http://ac.edu.au/ppm/research-student-candidature-policy/
http://ac.edu.au/ppm/research-student-candidature-policy/
http://ac.edu.au/ppm/research-thesis-examination-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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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과정 연구 학생 후보 진행 챠트 

(Higher Degree Research Student Candidature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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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논문제출 

9.2.1   논문준비  

석사및 박사 학위 논문은 핸드북에서 제시한 논문 형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논문의  배치와 순서 그리고 제목 

선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해 학생이 정합니다. 학생은 분야에 적절한 인용방법에 따른  비블리오그라피, 참고문헌, 

그리고 타인의 저술및 저작 관련 참고 부분 등을 제시하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연구자윤리기준(the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e of Research:  

https://www.nhmrc.gov.au/guidelines/publicaions/r39)에 제시된 연구 윤리및 충실성을 잘 숙지하여야 합니다.  

 

논문이 전문 편집자의 도움을 받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은 주지도교수로부터 편집 관련해 문서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은 편집자에게 그 허락서 사본을 제시합니다. 전문 편집은 언어, 사용예, 완전성, 일관성 등의 문제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전문 편집자가 논문 구조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논문검사를 위한 제출시에, 편집자의 이름과 간단한 조언 내용이 논문의 감사말이나 다른 서두 형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도교수는 모든 편집관련 조언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범위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2 논문분량 

논문의 총 단어 수에는 각주, 참고문헌, 부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방정식, 테이블, 도표 그리고 예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 허용 단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구 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논문 심사를 위한 최종 제출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PhD 논문의 예상 단어 수는 

80,000 입니다.  

 

DMin 논문은 포트폴리오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서로 관련된 경우나 혹은 서로 구별된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캔디데이터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4-6 개 분량의 연구 보고서를 모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각 보고서는 출판예정이거나 아니면 출판 가능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보고서는 비평적인 서론과 평가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작품에 대한 비평적 평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9.3 논문심사 

9.3.1 연구논문심사과정 

연구논문심사정책(http://ac.edu.au/ppm/research-thesis-examination-policy/)에 제시된 데로, 논문심사 과정은 

학문의질, 독창성 그리고 충실성을 확보하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고 연구를 

격려합니다.  

https://www.nhmrc.gov.au/guidelines/publicaions/r39
http://ac.edu.au/ppm/research-thesis-examination-policy/


 

Alphacrucis | 34  
 

Research Proposal  (연구제안서) 

 

• 연구시작 3-4 주 전까지 프로포잘 제출 

• 연구주제와 관련해 지도 받을 지도교수 선정.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도교수와 논문주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도교수의 조언을 받아 논문 주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논문프로포잘을 제출하기 전에 지도교수의 서명. 

• 프로포잘이 완성되면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제출 

• 연구프로젝트가 인적 참여가 요구되는 정보나 자료 모임을 포함하는 경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윤리승인서 (Ethcis Approval) 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bstract 초안 

[no more than 200 words – 200 단어 이내] 

초안은 귀하의 연구 제안서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며, 200 자 이내 이어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떠한 

학문영역에서 귀하의 연구가 진행되며, 그 영역의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고, 탐구하려는 연구 아이디어와 혁신을 

위한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핵심 쟁점을 배경으로 하여, 귀하의 연구논제 / 질문, 

귀하가 제안한 연구 방법론,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 그리고 그 학문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그러한 결과로 

예상되는 것을 간략하게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초안의 간결함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매우 바쁜 사람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귀하가 공식 만찬에서 그 사람을 만나 단 2 분만 귀하의 말을 기꺼이 들어줄 수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그 

중요한 몆 분 안에 귀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무슨 말을 할 것 인가를 이 초안에 넣어야 합니다. 

 

• 주제어: 약 6-10 개 

• 이 섹션은 귀하의 연구 제안과 동일한 것을 검색 엔진에서 찾을수 있도록 소개하는 적절한 단어나 

표현(최대 12 개)을 알파벹 순으로 정렬한 목록입니다. 연속적인 키워드는 쉼표로 구분됩니다. 

 

2. Key Research Questions ‐주요 연구 질문 

[Recommended: 2‐3 sentences 권장사항: 2‐3 문장] 

이 섹션에서는 귀하의 두, 세 가지핵심 연구 질문들을 다룹니다. 질문에 "예"또는 "아니오" 로 답할 수 없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혹은 "어느 정도까지 ..." 또는 그 유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구 질문은 

점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3. Personal Context – 개인적 상황 

[Recommended: 250 words 권장단어 250 단어 1 paragraph 1 단락] 

이 섹션에서는 귀하의 개인적이고 전문적 상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모든 연구는 특정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섹션은 귀하의 상황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어떻게 그 

상황 안에서 자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귀하의 박사 과정 연구에 본인의 동기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Alphacrucis | 35  
 

4. Overview of Thesis Proposal 논문제안개요 

[Recommended: 500 words 권장단어 500 자~ 1 page 1 장] 

이 섹션은 귀하가 수행하려고 제안한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프로젝트의 배경과 영역의 주요 쟁점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쟁점이 왜 주목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가설, 연구 문제, 

프로젝트와 목표 진술의 형태를 통해 연구문을 간결한 발표로 이어갑니다. 연구문은 프로젝트의 본질과 한정적 

범위를 포함해야 하며, 그리고 서술한 지적영역의 진행을 나타내고,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 합니다. 

 

서론은 처음시작부터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 배경을 가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타일로 작성 되어야 합니다. 서술 된 주요 쟁점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문헌을 인용 하며, 논문의 각 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끝내야 합니다. 

 

5. Literature Review 문헌비평 / 선행연구고찰 (Abridged 요약) 

[Recommended: 2000 words 권장단어 2000 자~ 4‐5 pages 4~5 장] 

문헌비평은 매우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추었으며, 

주요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핵심 문헌을 비평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구분야의 주요 한 면을 

통합하고 합성하는 혁신적이고 일관성 있는 견해를 구축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문헌비평은 귀하의 연구를 

위한 토대를 놓은 저자들에게 공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전혀 의심치 않고 귀하의 시도가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귀하의 연구가 그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인정할 것 임니다 . 

 

문헌비평은 연구 제안서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양한 단락과 하위 단락을 통해 발전될 것입니다. 제안서의 끝에 

상당히 포괄적인 참고문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귀하의 중요한 연구 과제를 위해 탐구하는 모든 

영향력 있는 책, 챕터, 논문 및 기타 텍스트가 제안서의 끝에 열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침영역에 대한 적절한 참조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참조하는 문서가 최종 도서 목록에 누락되어 있지 않은 지 

혹은 반대인 경우인지도 확인하십시오. 참조 규칙의 선택은 연구하는 특정 분야에 달려 있습니다. 

 

6. Research Methods and Objectives 연구방법 및 목표 

[Recommended: 2000 권장단어 2000 자~ 4 pages 4 장] 

연구 방법 및 목표 섹션에서는 귀하의 프로젝트의 연구 목표를 명확히 하고 문헌비평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위에서 언급 한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방법론적 접근을 설명합니다. 

문헌비평을 기반으로 한 연구 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귀하의 연구가 다른 학자들이 수행 한 것과 연관 시켜야 

합니다. 귀하의 연구가 다른 학자들의 연구로부터 어떻게 발전됐으며, 어느 정도 다른지, 더 나아가 어떻게 새롭고 

아직 미 탐구분야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연구 방법 및 목표 챕터에서는 연구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계획인지, 왜 그렇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안서의 "방법"구성 요소를 이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하려는 방법이 연구에 적합한지 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 되야 합니다. 그것은 연구 과제 목록을 열거함 이상이어야 하며, 귀하가 

선택한 방법들이나 방법론들이 귀하의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가능한 대안들과 

왜 본인의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에 대한 토론을 포함 한다는 의미 입니다. 

 

7. Timetable 시간표 

[Recommended 500 words 권장 500 단어 ~ 1‐2 pages 1‐2 장] 

이 섹션에서는 귀하가 파트 타임 또는 풀 타임으로 등록되었다고 가정하에 논문 완성 일정을 각 주요장마다 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또는 연구과정동안 파트타임과 풀타임이 바뀌는 상황도 고려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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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연구가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는 경우, 윤리 승인서 제출과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일정을 시간표에 

포함하십시오. 이것은 종종 문헌비평 또는 논문의 다른 부분을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실행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박사 논문은 일반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최소 3 개월의 편집작업 (풀타임으로)이 필요하므로, 최종 초안이 제출되기 

3 개월 전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이정표는 후보자 확정이며,이 문서는 그 과정의 일부로 검토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6 개월에서 12 개월 

사이의 풀 타임 (12 에서 18 개월 파트타임)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간표에 이 중요한 이정표로 확정서를 

포함하십시오. 

 

8. Conclusion 결론 

[Recommended: 500 words 권장 500 단어 ~ 1 page 1 장] 

결론은 연구 프로젝트의 목표를 간략하게 재조명하고 진행될 연구 방법을 재 요약하며, 몇 가지 단어로 귀하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왜 그것이 다루어야 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할 

것인지 명확히 합니다. 

 

9. Reference List 참조문헌 

[Recommended: 1500 words 권장 1500 단어 ~ 3 pages 3 장] 

이 섹션에서는 제안서 전체에서 작성한 모든 참고자료를 나열 해야 하며, 인용하지 않은 참고자료는 나열해서는 

안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 정한 참조 규칙이나 인용 스타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적, 책 챕터, 저널 기사, 백과 사전 항목, 편집 된 서적 등과 같은 전통적인 출처 외에도, 디지털 자료를 정확하게 

각주해야 합니다. 

 

참조 문헌 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자는 귀하가 읽은 정확한 자료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로 된 책의 세 번째 판을 

읽었으면, 그것을 인용해야 합니다. 같은 책을 영문 번역 두 번째 판으로 읽었다면, 세 번째 판이 아닌 영문 

번역본의 두 번째 판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기타 등등. 

 

2) 저자 (및 필요한 경우 편집자)의 정확한 저작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 항목이 Jo Smith 에 의해 

쓰여지고, 사전 자체가 Jones 와 Brown 에 의해 편집되면 항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Smith, Jo. 2015. “Why octopuses have eight legs” in Dictionary of Obscure Facts eds. 
Jones, M & Brown, Volume 8. 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이것은 Jo Smith 가 Jones 와 Brown 이 편집 한 10 권 사전의 8 권에 기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Smith 는 저자이고 

Jones and Brown 은 편집 작업을 통해 기사의 최종 버전에 기여한 편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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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생 각종 보고양식  
 

연구생들이 제출해야 할 각종 양식은 해당 링크에 접속해 작성합니다. 

 

1. 캔디데이터 승인패널 신청양식 

(Confirmation of Candidature Application Form) 

 

AC 연구과정 학생들은 학위과정 시작시 처음에는 조건부 캔디데이터로서 입학합니다. 박사과정의 경우 

풀타임 기준 12 개월 후에 MPhil 의 경우 6 개월 후에 프로포잘을 구두로 발표하는 과정을 거쳐 캔디데이터 

자격이 확인됩니다. 프로그램 다이렉터의 특별 허락하에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은 구두 발표 

(프리젠테이션) 전 적어도 4 주 이전에 작성하여 Confirmation of Candidature Panel (통상, AC 컬러키움에서 

진행)에 제출. 

아래 링크에서 작성 

• Submission for Confirmation Panel Form 

  

2. 지도교수 면담기록 양식 

(Supervision Meeting Record Form) 

• HDR Candidate Library Purchase Request Form  

 

3. 연구도서 구입 신청양식 

(Library Purchase Request Form) 

• HDR Candidate Library Purchase Request Form  

  

4. 윤리 승인서 신청양식 

(Ethics Application Form) 

• Ethics Application Form 

 

 

https://he.moodle.ac.edu.au/moodle/pluginfile.php/806908/mod_label/intro/Submission%20for%20Confirmation%20Panel%20Form%20v1.0.pdf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uJx66pMyv0O5xmamEa1kLZI8n-R82CZBtd1NBqBLz69UN0ZTRzNRRFAwV1RJRkFJWTdFVDREWFhYMi4u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uJx66pMyv0O5xmamEa1kLZI8n-R82CZBtd1NBqBLz69UN0ZTRzNRRFAwV1RJRkFJWTdFVDREWFhYMi4u
https://fs25.formsite.com/AlphacrucisCollege/qd6qc30zd4/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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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사일정 

           
2021 HE/HDR Courses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1 1 2 6 1 2 3 4 5 6 10 1 2 3 4 5 6

HE 집중강의 01-05 HDR Induction

2 3 4 5 6 7 8 9 7 7 8 9 10 11 12 13 11 7 8 9 10 11 12 13

3 10 11 12 13 14 15 16 8 14 15 16 17 18 19 20 12 14 15 16 17 18 19 20

4 17 18 19 20 21 22 23 9 21 22 23 24 25 26 27 13 21 22 23 24 25 26 27

HE 집중강의 21-22 HE 집중강의 22-26 OT-HE

5 24 25 26 27 28 29 30 10 28 14 28 29 30 31

6 31 HE 집중강의 25,27-28 HDR Seminar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14 1 2 3 18 1 23 1 2 3 4 5

Good Friday

15 4 5 6 7 8 9 10 19 2 3 4 5 6 7 8 24 6 7 8 9 10 11 12

Mid Semester Break 06-16 HE 종강

16 11 12 13 14 15 16 17 20 9 10 11 12 13 14 15 25 13 14 15 16 17 18 19

AC졸업식 HE 성적마감

17 18 19 20 21 22 23 24 21 16 17 18 19 20 21 22 26 20 21 22 23 24 25 26

HE 수강신청

18 25 26 27 28 29 30 22 23 24 25 26 27 28 29 27 27 28 29 30

HDR Seminar HDR Seminar

23 30 31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27 1 2 3 32 1 2 3 4 5 6 7 36 1 2 3 4

HDR Induction HE개강

28 4 5 6 7 8 9 10 33 8 9 10 11 12 13 14 37 5 6 7 8 9 10 11

29 11 12 13 14 15 16 17 34 15 16 17 18 19 20 21 38 12 13 14 15 16 17 18

MIN306/COM504집중강의12-16/예배설교세미나15-16

30 18 19 20 21 22 23 24 35 22 23 24 25 26 27 28 39 19 20 21 22 23 24 25

HE 집중강의 19-21/26-27 Mid Semester Break 9/20-10/08

31 25 26 27 28 29 30 31 36 29 30 31 40 26 27 28 29 30

OT-HE/VET HDR Seminar HDR Seminar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Wk Su Mo Tu We Th Fr Sa

40 1 2 45 1 2 3 4 5 6 49 1 2 3 4

41 3 4 5 6 7 8 9 46 7 8 9 10 11 12 13 50 5 6 7 8 9 10 11

Mid Semester Break 9/20-10/08

42 10 11 12 13 14 15 16 47 14 15 16 17 18 19 20 51 12 13 14 15 16 17 18

HE 종강

43 17 18 19 20 21 22 23 48 21 22 23 24 25 26 27 52 19 20 21 22 23 24 25

HE 성적마감

44 24 25 26 27 28 29 30 49 28 29 30 1 26 27 28 29 30 31

45 31 HDR Seminar HE 수강신청

HE 개강/개강예배

April May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July August

www.ac.edu.au

T. 8893 9000

June

January February March

Korean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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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서관 이용  

11.1 대출 시스템 

한국도서에는 네 종류의 대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분       대여기간 

General (일반도서)   연구과정 25 권(6 개월) 

Reference    없음. 도서실에서만 이용가능 

Overnight    1 일 

7 Days Loan      7 일 

 

1) Reference, Overnight, 7 Days Loan 은 도서 표면에 표시가 붙어있으니 일반도서와 잘 구분하여 대여기간을  

   지켜주십시오. 

2) 연구과정의 경우 25 권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3) 도서 대여를 위하여 학생카드를 지참해 주십시오. 

4) 도서연체: 연체료는 붙지 않지만 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다른 도서들을 더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3 개월 이상 연체되면 대여도서는 lost 로 표기되며, 대체도서 비용이 붙습니다. 

     졸업을 하시려면 학생 개인 학교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5) 대출연장: 모든 도서는 1 회 연장 가능합니다.  

                반납일 전에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library@ac.edu.au)로 연장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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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원하는 도서 찾는 방법 

1) 원하는 도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제목과 저자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도서실 컴퓨터에 있는 한국 도서  

    목록에서 원하는 도서를 찾은 다음 Call Number (도서일련번호)를 따라 찾을 수 있습니다.  

2) 도서관 내에서 책을 본 후 반납할 때에는 본래 위치에 다시 꽂아 두시거나 아니면 복사기 옆 책장에 올려  

    두십시오. 일련 번호에 맞지 않게 꽂으면 다음 이용시에 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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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웹사이트(ac.edu.au) Library 페이지에서 한국어도서를 검색·대출예약과 Online Recourses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4.1 도서검색 방법 

• AC 웹사이트(ac.edu.au)에서 Current Students => Library 를 클릭합니다. 또는 www.ac.edu.au/library/ 

 

 

• Library 첫 페이지 검색창에 검색할 ‘키워드’ 또는 ‘도서명’을 입력합니다.  

•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좀 더 세부적으로도 가능합니다. 

o Advanced Search: 검색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검색 가능 

o Online Resources Search: 온라인애서 볼 수 있는 자료들만 검색 가능 – DBpia, KCI 등  

 

• 검색결과 보기 

• 검색창에 키워드를 한국어로 입력하더라도 영어도서명/번역명으로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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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을 재설정할 수 있으며, Language 에서 Korean 을 선택하면 결과내 한국어도서만 재분류됩니다. 

 

 

11.4.2 온라인 도서관에 로그인 

온라인 상에서 도서를 대출/예약하기 위해서는 AC Library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 검색결과 창 오른쪽 상단에 있는 Login 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 학교 등록시, AC Library 에서 보내온 이메일에 User ID(학생번호)와 

   Password 가 있습니다(Spam 편지함 확인). 

• 이메일을 받지 못했거나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Reset your 

Password 를  

   클릭합니다.  

• 학교에 등록한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여  

   Send 를 클릭,  

• 비밀번호 변경 이메일을 받아, 

재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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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온라인 도서 대출 

검색결과에서 도서를 선택합니다.  

• Available at Sydney Library Korean Short Term (261.8 SAE)를 확인합니다. 

• (261.8 SAE)는 도서관 서재에 놓여 있는 책장번호입니다. 도서관에서 직접 찾으실 때 유용합니다. 

• 검색한 도서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old Request 를 클릭합니다. 

 

• 만약, 도서 전체가 아닌 일부가 필요한 경우 

    Collection Copy Request 를 클릭하여 해당 

    도서의 상세페이지를 기입하면 PDF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Pickup Location: 시드니의 경우 

• 만약, 다른 State 에 거주하는 학생 중 시드니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대출할 경우,  

        픽업지역을 해당 지역 캠퍼스 도서관으로  

        설정합니다.  

• Terms of Use: 대출기간 

• Pickup Date: 픽업할 날짜 지정 

• Send Request 를 클릭합니다. 

• 도서관에서는 해당 도서의 대출예약이  

         접수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7.4.4 온라인 자료 이용 

 

• 화면 중앙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표시하고, 

•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 DBpia 로 이동합니다. 

 

• 하단에는 온라인자료의 서지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문헌, 각주 작성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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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도서관 Login 절차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 DBpia 에 로그인 절차 없이 AC Library 에서 

바로 연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아래에, DBpia 페이지에 개인 로그인 없이 기관회원 로그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운받기를 클릭하면 해당 자료가 다운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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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Bpia 온라인 학술자료 이용 

 

DBpia 는 한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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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에 “alphacrucis” 또는 “알파크루시스”를 기입합니다.  

• 소속기관: Alphacrucis 

• 아이디: alphacrucis (전체 소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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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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이용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출연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는, 

학술논문, 연구논문, 연구자료, 학술지 등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KCI 홈페이지 https://www.kci.go.kr/ 에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 

회원 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시에 더 많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방법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① 회원 가입을 클릭합니다. 

② ‘외국인 가입하기’를 추천합니다. 

① 내국인의 경우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외 체류 관계로 번거로운 작업 또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가입하기’로 진행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사유: 해외 체류 등). 

② 아래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https://www.kc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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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인 직접 가입하기’ 

 

 

④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아래 리스트 확인하고 ‘신규가입’ 클릭 

 

 

⑤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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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입완료 후 승인 이메일 

 

 

3) 이용방법 

① 일반적인 검색 다운로드 방법과 동일합니다. 

②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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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oodle 사용 

 

Moodle 은 전산학습관리시스템(LMS) 또는 가상학습환경(VLE) 으로 알려진 코스관리시스템(CMS)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학습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안내문은 무들에 로그인 하여 과제물을 제출하고 출석/성적 확인 등의 활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1 로그인  

1) 아래의 웹사이트 접속 후 HE Awards(HE Diploma, 학사, 석사 과정) 링크를 클릭합니다. 

• 학교 웹사이트 http://ac.edu.au (혹은 moodle.ac.edu.au) 접속 후, 

o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http://vet.moodle.ac.edu.au 또는 http://he.moodle.ac.edu.au 접속 

• 상단에 있는 Current Students -> Moodle / Login ->을 클릭합니다(혹은 화면 맨 아래쪽 Student Login). 

• 상단에 HE Awards 을 클릭합니다. 

 

 

 

 

 

 

 

 

 

 

 

 

 

2)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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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o Username: 학생번호 

o Password: 본인의 비밀번호 

 

* 처음 접속하는 경우 무들담당자가 보낸  

  이메일에 있는 임시 password 를 입력합니다.  

  예) Password (비밀번호) : +D&PZ@Thn3        

 

 

3)  비밀 번호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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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 후, 화면 상단 오른쪽에 본인의 프로파일 아이콘을 클릭하고, 

• 아래 열리는 Preferences를 클릭 

 
 

• 그리고 밑에 ‘Change password’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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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urrent password: 현재 사용중인 또는 임시 비밀번호 

o New password: (원하시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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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Alpha12!  

o 기억하실 수 있도록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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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in 버튼 아래에 있는 “Forgotten your username or password”를   

       클릭하십시오. 

 

 

 

 

 

 

o Username 혹은 Email address 에 학교에 제출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earch 를 클릭합니다. 

• 무들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Reset 한 후  

     안내메일을 보냅니다.  

• 본인의 이메일에서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10.2 과목방 이용 

1) 접속이 되면 메인 스크린 웬쪽 상단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My courses’  가 보입니다.   

• 그 밑에 열거되어 있는  

         과목들이 본인이 등록한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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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목방 내용 

 

• 과목방을 누르면 위에 영문 과목이름과 밑에 배너로 된 한글 과목이름이 있습니다 

• 과목에 관련된 강의계획서, 매주 강의 내용/자료, 학기말 강의 평가서 그리고 과제 제출란이 있습니다 

• 강의 개요 및 과제물 종류가 보일 것 입니다. 강의 계획서는 학기초 교수님이 나눠준 것과 동일합니다.  

• 과제물은 시험을 제외한 모든 과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 과제 제출시에 필요한 Cover sheet 과 

논문작성양식 등 학업에 필요한 자료는 

본문에 링크된   

Korean Student Information 대학생활과 학업 

및 행정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과제 제출 하기 

 

 

 

• 과목 화면 밑으로 내려가면 과제란이 보입니다. 

• 해당되는 과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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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Submission”를 클릭합니다.  

 

  

 

 

 

 

 

•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 “Choose File”을 클릭합니다. 

     

 

 

 

 

 

 

• 본인의 과제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 파일을 선택한 후 “Open” 버튼을 

클릭합니다. 

 

 

 

 

 

 

 

 

• 파일이 올려지면 위에 파일명이 생성이 

됩니다.  

• Save as 칸에 과제이름을 적고  

• “Upload this file”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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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changes”를 꼭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무 파일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과제 제출이 완료된  

    것이며,  

 

• 과제가 제출되었다는 메세지가 본인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4) 과제 수정하기  

• 올린 과제물 화면에 “Edit Submission”을  

    클릭합니다 

 

 

 

 

 

 

 

 

 

• 올린 과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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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의 창이 열립니다.  

 

✓ 과제 삭제는 “Delete”를 클릭합니다 

✓ 과제 이름 수정은 “Name” 칸에 이름 수정 후 Update 를 

클릭합니다. 

✓ 과제 삭제 후, 다른 과제를 올리는 경우는  

         3) 과제 제출하기 순서와 동일합니다. 

 

 

 

 

 

 

5) 2 개 이상의 과제물 제출 

 

• 해당과제의 이름에 접속하여  

    “Edit Submission”을 클릭합니다. 

 

 

 

 

 

 

 

 

 

• “Add…”를 클릭합니다 

 

 

 

 

 

 

 

 

 

 

 

 

 

 

• “Choose file”를 클릭한 다음 과제 파일을 

선택, 

• “Upload this file”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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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창에 두 개의 파일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 

• “Save changes”를 클릭합니다. 

          

 

 

 

 

 

• “Submission status”에 두 개의 파일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에서 나가면 됩니다. 

         

 

 

 

 

 

* 아래 과정은 경우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과제 제출란에 최종 Submission 버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라 과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는 업로드한 파일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처리해 주십시오. 

 

• 업로드한 파일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파일이면  “Send for marking”을 클릭합니다. 

• “Continue”를 클릭하면 Submit 이  

         완료됩니다. 

 

• “File uploaded successfully” 문구가 보이면 

•  과제물이 온라인에 안전하게 제출되었다는  

          확인 메세지입니다. 

 

• 과제물이 올바르게 제출되었다면,  

• 페이지 가운데에 “Submission”이,  

         그 밑으로 주황색으로업로드된 파일이,      

• 아래에는 “Assignment was already submitted for marking and can not be updated”라고 쓰여 있습니다. 

 

• 과제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면 본인의 이메일로 과제제출이 되었음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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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논문유사성 검사                  사용 및 과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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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dle 에 로그인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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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표절 검사 / 과제 업로드 

•     아이콘 클릭 

 

 

 

 

 

 

 

 

• Submission Title 에 과제이름/논문제목  

          기입 

• File to Submit 에 과제를 드레그하거나,  

          Add 를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 

        (일반과제 제출방식과 동일) 

 

 

 

http://he.moodle.ac.edu.au/moodle/mod/turnitintool/view.php?id=27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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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 File”를 눌러 과제파일을 선택한 후, 

• Open 누른 후 Upload this File 을  

         클릭합니다. 

 

 

 

 

 

 

• Submission Title 에 과제이름을 반드시 

         기입합니다. 

 

• Add submission 을 클릭합니다. 

 

 

 

 

• 다음과 같이 제출확인서가 보이며 또한 본인과 지도교수님께 이메일로 알림이 갑니다. 

 

 

• 과제 올린 후 Similarity(유사성) 검사가 pending 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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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검사결과 확인  

1) 검사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검사결과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에서, Similarity 항목에 있는 결과를 클릭합니다. 

• 다음과 같이 새창이 열리면 “I Agree”를 클릭합니다. 

      

 

 

 

 

 

• Feedback Studio 가 

열립니다. 

• 오른쪽 분석확인 아이콘을 

클릭 

 

 

 

 

 

 

 

• 동일한 색상별로 분석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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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결과를 다운로드 받습니다(오른쪽 다운로드 아이콘). 

 

 

 

 

 

 

 

 

• 검사결과에는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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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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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표절(plagiarism)의 흔한 예 

• 학생이 교과목 과제로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제출 

•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베끼는 경우 

• 적절한 출처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양이 너무 

많아 작업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 이전에 제출한 작업물을 재제출 (“자체표절”)  

• 출처 자료를 인용하면서 직접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음 

• 인용부의 출처에 대해 틀린 정보를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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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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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CHO360 VIDEOS 동영상 강의 보기 

 

1) 강의 Moodle 및 Echo 페이지에 접속 

 

•     동영상강의 아이콘 클릭 

•     동영상 자료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강의 목록 보기 

 

•    동영상은 1 주 3 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강의목록 중 하나를 선택해 시청합니다. 

 

 

 

 

 

 

3) Application 

 

• 강의 시청 중 질문이 있는 경우,  

• 상단 메시지 아이콘을 클릭하면 대화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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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Post anonymously 를 체크하는  

         경우 익명으로 포스팅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질문을 작성 후 Post     

         Question 을 클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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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eedback 강의 평가서 

 

• 강의 평가서는 학생들에 다양한 피드백을 듣기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 피드백을 통해 교육의 질 뿐만 아니라 과목 디자인 그리고 강의 개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 모든 학생들은 학기말에 각 과목별 강의평가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집중강의는 강의가 종료된 후 또는 첫번째 과제 전까지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1) 강의평가서 설정 

• 각 과목에 해당되는 과제제출 전에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즉, 강의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 하지않으면 

        과제 1 또는 마지막 과제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2) 강의 평가서 작성 방법 

• 강의 평가서를 클릭합니다. 

 

 

 

 

 

 

• “Answer the question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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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항목들을 체크/작성 후  

• “Submit Your Answers” 

 

 

 

 

 

 

 

• “Your answers have ben saved. Thank  

        you”  “Continue” 를 누르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 이제, 과제 1 또는 마지막 과제/기말고사를 제출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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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oodle 모바일 앱 사용 

Moodle 앱을 사용하면 다음 앱 기능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학교 과목 무들을 사용할수있습니다. 

• 코스 콘텐츠에 쉽게 액세스 -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코스 콘텐츠 탐색 

• 과제 제출 - 모바일 기기에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 파일 업로드 

• 과목 내용 - 성적 보기, 코스 완료 진행 상황 확인 및 이수하는 과목에 관한 내 확인 
 

1)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 앱 다운로드 (앱을 반드시 먼저 다운로드 설치 합니다) 

a. 안드로이드 (Play Store 플레이스토어 가서 Moodle 검색) 또는 링크 참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odle.moodlemobile 

b. iOS 애플 (App Store 가서 Moodle 검색)또는  링크 참조 

https://apps.apple.com/app/moodle-mobile/id633359593 

• QR Code 로 로그인 

a. 컴퓨터에서 무들 로그인 후 오른쪽 프로필 클릭-> Profile 

 

b. 오른쪽 밑에 View QR Code 누릅니다 

 

 

• 모바일기기에 앱을 누른 후 Scan QR code 를 누릅니다. 

• 또는 QR Code 를 입력이 안될 시,  

• 밑에 주소를 Your Site 에 입력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o HE Award 과정 https://he.moodle.ac.edu.au/moodl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odle.moodlemobile
https://apps.apple.com/app/moodle-mobile/id633359593
https://he.moodle.ac.edu.au/moo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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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페이지가 뜨면 Username & 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합니다.  

 

 

 

 

 

 

 

 

 

 

2) 무들 모바일 앱 간단한 사용법 

 

• Site Home 은 알파크루시스 무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 밑으로 내려가면 Korean Student Information (한국어)대학생활과  

   학업 및 행정안내 와 Academic Handbook (한국어)을  

   유용하게 이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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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hboard 를 누르시면 현재 등록 중인 과목들이 나옵니다. 

• 과목을 눌러보겠습니다.  

• 인테페이스만 살짝 다를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무들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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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Zoom Meeting 사용 

 

우리 대학에서는 ‘실시간 영상강의 - Zoom Meeting’을 통해 더 다양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ZOOM 강의 참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 셋팅 

• 인터넷 검색창에서 “Zoom meetings & chat”을 

검색, 연결합니다.   

 

 

 

 

 

 

 

2) 모바일폰의 경우 “Zoom Cloud Meetings”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iPhone 의 경우, App store 에서 

• Android 의 경우, Google Play 에서 

 

3) 개인회원 가입 

 

•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account 를 개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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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초대를 받은 이메일로 접속 

    

• 지도교수님께서 강의를 실시간    

        오픈 또는 스케줄 예약 이메일을  

        보냅니다. 

• 이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5) 강의에 직접 접속 

• 바탕화면에 있는 Zoom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Join 을 클릭합니다. 

• 이메일에 링크된 주소의 마지막 번호가  

            미팅 ID 입니다. 

• 번호를 기입하고 Join 을 클릭합니다. 

 

 

 

 

 

 

 

 

6) 기능사용 

• 화면 전환: 상단 view mode 를 클릭하면 화면 정렬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하단 tool 에서 Chat 을 클릭하면 참가자 개인 또는 전체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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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공유: 강의 중 ppt 화면 또는 Youtube 영상 등의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화면 하단 tool 의 Share screen 을 

클릭합니다. 

           * 본인의 발표나 기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화면에서 ppt 를 선택하면 상대방의 화면에 ppt 가 나타납니다. 

 

 

       

 

 

 

 

 

 

 

• PPT 를 종료하려면 상단 tool 의 Stop Share 를 클릭합니다. 

 

 

 

 

7) 강의 끝내기 

• 하단 tool 오른쪽에   

End Meeting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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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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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