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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신학대학 한국신학부 SCD Korean School of Theology  
   

Application Process Information 

시드니 신학대학 한국신학부 온라인 학부 입학절차 안내 
 

시드니 신학대학 한국 신학부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입학절차를 밟습니다. 
 

Step 1. 서류전형: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서 입학신청을 합니다.  

            http://kst.scd.edu.au/admission_enrolment/   (Download Form) 

 필수구비서류  

① 입학원서 (Download Form)  ② 신분증명서 사본(여권or출생증명서or 시민권 Certificate)  

③ 최종학력 증명서    ④ 담임목사 추천서  ⑤ 평신도 지도자 또는 크리스챤 친구 추천서 (Download Form) 

⑥ 신입생 서약서 (Download Form)   ⑦ 여권 사진 2장   ⑧ 자기 소개서1부 

편입생 추가 서류 : 이전 학교 성적 증명서 

 

Step 2. 입시전형(원서 접수, 면접) 

 원서 접수 마감일( 2018 년 7 월 20 일)    

 면접 (서류심사를 바탕으로 교수진들과의 일대일 면담 : 시드니 밖에 거주하시는신청자는 by Video 

Conferencing ) 

 

Step 3. 합격통지: 교수진들의 서류, 입시 전형 심사평가후에 합격자를 결정 

 시드니 신학대학 한국 신학부에서 발행하는 합격통지서를 발부합니다. 

 

Step 4. 학비납부: $5,400 (full time 4 과목 기준, 과목당 : $1,350)   

 학교 은행 계좌(National Australia Bank)   

Account Name : Sydney College of Divinity Korean Project 

BSB : 082-201              Account Number : 18-398-0696 

*** 학비 입금시 학생번호와 학생이름(여권상의 영문이름)을 꼭 기입하셔야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Credit Card (학교 행정실에 문의 : +61 2 9888 3295) 

 호주 Citizen 

- Fee Help/eCAF 신청: 정부기관에서 이메일을 받으시면 Reply email 를 보내시면 됩니바. 

- 교육부가 사용하는 EduPoint 프로그램과 ATO 사이트가 연동되어 있어서 신청서 작성시 TFN 

(개인세무신고번호)그리고 개인정보가 정확히 맞는지 본인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Step 5. Admission Letter or COE 발행 

 SCD KST 에서 Admission Letter OR Confirmation of Enrolment 를 발행합니다. (For AUSTUDY 신청과 그외) 

 

Step 6. 수강신청(오리엔테이션 및 개강 수련회) : (참석필수 소속켐퍼스로 2018 년 7 월 20 ~ 21 일,금-토 ) 

 

Step 7. 온라인 강좌 등록 준비 완료 

 

Step 8. 개강 (2018 년 7 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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