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ON SHEET FOR OVERSEAS STUDENTS 
SEEKING ADMISSION TO COURSES OF THE 

SYDNEY COLLEGE OF DIVINITY 

시드니신학대학에 입학허가를 원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정보 

The Sydney College of Divinity (SCD) is recognized by the Commonwealth 
Government as a Higher Education Provider, offering state accredited higher 
education courses In theology and ministry. The College was established in 1983. It 
is an ecumenical consortium of some 1,500 students enrolled in 7 Member 
Institutions approved to teach the awards of the College on its behalf. These awards 
range from two-year diplomas, three-year undergraduate degrees and course work 

masters degrees to masters and doctoral research degrees. 시드니신학대학(SCD)은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신학과 목회분야에 주정부가 

인증한 고등 교육 과정를 제공하고 있다. 이 대학은 1983 년에 설립되었다. 이 대학은 

1500 여명의 학생들이 각 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가된 7 개의 회원 대학들에 등록하여 

공부하는 초교파 컨소시움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과정은 2 년의 디플로마과정에서부터 3 년 

대학과정과 대학원 코스웤 그리고 연구 전문 과정 대학원 과정과 박사과정들이 있다. 

The College is the legal entity that offers the courses and is responsible for all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ourses of study that it owns. All of its awards are 
accredit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 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UEQSA) and the various awards are offered across various states of 
Australia including New South Wales, Queensland, Victoria and Western Australia. 

대학은 이 과정을 제공하는 법적 기관이며, 자신의 연구 과정과 관련된 모든 규정에 책임을 

진다. 모든 과정은 호주 정부, 즉 연방정부 성인 교육 질과 기준 관리기구(TEQSA)에 의해 

승인되고 여러 학위 과정들이 뉴 사우스 웨일즈, 퀸슬랜드, 빅토리아 그리고 웨스턴 호주를 

포함한 호주 여러 주에 제공되고 있다. 

The College has a centrally devised and managed curriculum and a quality assurance 
process that is applied across the whole network of member institutes. The day-to-day 
education system is managed by the Dean from the Office of the Dean in Sydney. 
The Academic Board and its Committees share this responsibility. The Academic 
Board oversees policy, regulation, review of units, and course structure for research, 

coursework and diploma awards. 이 대학은 중앙에서 연구하고 관리하는 교육과정과 회원 

기관들의 전체 네트위크를 통해 검정된 질적으로 보증된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일상의(The 

day-to-day) 교육 시스템은 시드니에 있는 학장의 사무실에서부터 학장에 의해 관리된다. 

본부 교무위원회와 그 위원들은 이 책임을 공유한다. 본부 교무 위원회는 유학생 정책, 규칙, 

과목 검토 그리고 연구를 위한 코스 구조, 코스윜 그리고 디플로마 과정 등을 다룬다. 

The Academic Board and its committees are comprised mostly of principals of senior 
faculty members of member colleges. A number of senior university academics also 
sit on the Board and its committees to help ensure that the practice of the College 
(especially in the outcome of the consideration of research examiner's reports and 
general academic policy) remains in line with best practice in the university sector. 

본부 교무 위원회와 그 위원들은 주로 회원 학교의 학장들과 혹은 회원 대학의 시니어 

교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대학의 시니어 학자들 또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그 대학 



사례(특히 연구 심사관의 보고와 일반적인 학술 정책을 고려해서)가 대학 관행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돕기 위해 참석한다. 

The College is governed by a Council. Its members are drawn from college 

stakeholders and members of the public. 이 대학은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그 회원들은 

그 회원 학교 관계자들과 일반인들로부터 이루어진다. 

The Sydney College of Divinity welcomes students from overseas to study at its 
member colleges which are authorized to accept international student enrolments. 

시드니신학대학은 해외 학생들이 국제 학생 입학이 허락된 회원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 

The Sydney College of Divinity does not use agents to recruit and or administer overseas 

students. 시드니신학대학은 유학생 모집과 관리를 위한 대행기관을 두지 않는다. 

The Sydney College of Divinity is nationally registered on the 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CRICOS) and is the legal 
endty for all courses offered by member institutions within Australia. 

시드니신학대학은 유학생을 위한 기관과 코스의 연방등록처(CRICOS)에 전국적으로 

등록되었고 호주내 회원 기관에 의해 제공된 모든 코스를 위한 법적 기관이다. 

The CRICOS provider code for the Sydney College of Divinity and its course codes 

are: 이 CRICOS 코드는 시드니신학대학(SCD)를 위한 것이고 이 코스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National Registration: CRICOS Provider Code: 02948J 

Course Course Code 

Di loma of Theolo 063702D 

Di loma of Christian Studies 071257 

Associate De ee of Christian Thou ht and Practice 071256K 

Bachelor of Minis 082719D 

Bachelor of Theolo 063703C 

Bachelor of Minist Honours 082720M 

Bachelor of Theolo onoufs 063704B 

Graduate Certificate in Arts 082669 

Graduate Di loma of Arts 063707K 

Master of Arts 063708 

Master of Divini 063710D 

Master of Theolo 063709G 

  

Diploma of Christian Studies (Korean) 082723G 

Associate Degree of Christian Thought and Practice (Korean) 082721K 

Bachelor of Theology (Korean) 063705A 

Bachelor of Theology (Honours) (Korean) 082722] 

Graduate Certificate in Arts (Korean) 082724G 

Graduate Diploma of Arts (Korean) 082725F 

Master of Arts (Korean) 082726E 

Master of  082727D 



Master of Theology (Korean) 082728C 

  

Master of Philosophy 082668K 

Doctor of Ministry 063714M 

Doctor of Philosophy 063715K 

Doctor of Theology 063716J 

  

1. Responsibilities of the SCD and its Member Institutes: 

a) The SCD (as the legal entity for all courses and the Provider) ensures that no fees 
for a course from an overseas student, Of an intending overseas student, are 
accepted if the SCD has not given the student a copy of the following refund 
policy. 

 (국가유학생 등록 번호: CRICOS 코드: 02948) 

코스 코스 코드 

신학 디플로마 063702D 

기독교 연구 디플로마 071257J 

기독교 사상과 실천 연관 학위 071256K 

목회학 학부 082719D 

신학 학부 063703C 

목회학 학부(우등) 082720M 

싱학 학부(우등) 063704B 

문학 준대학원 082669J 

문학 준디플로마 063707K 

문학 석사 063708J 

목회학 석사 063710D 

신학 석사 063709G 



  

기독교 연구 디플로마(한국어) 082723G 

기독교 사상과 실천 연관 학위(한국어) 082721K 

신학 학부(한국어) 063705A 

신학 학부(우등)(한국어) 082722J 

문학 준 대학원(한국어) 082724G 

문학 준 디플로마(한국어) 082725F 

문학 석사(한국어) 082726E 

목회학 석사(한국어) 082727D 

신학 석사(한국어) 082728C 

  

철학 석사 082668K 

목회학 박사 063714M 

철학 박사 062715K 

신학 박사 062716J 

  

 

1. SCD와 그 소속 교육 기관들의 책임들: 

a) SCD(모든 코스를 제공하는 법적 기관으로서)는 유학생들에게 다음의 환불정책의 사본을 제

출하지 않은 경우, 해외 유학생들 등록비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 즉 환불정책을 

인지한 후에 등록비를 받는 다는 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