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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College of Divinity 
Office of the Dean 
6B, 5 Talavera Road 
Macquarie Park NSW 2113 
Phone: +61 2 9889 1969 
 
CRICOS Provider Code: 02948J 
 

시드니 신학대학 본부 

주소: 6B, 5 Talavera Road 

Macquarie Park NSW 2113 

전화: +61 2 9889 1969 
 

유학생허용번호:  02948J 
 

 

SCD Member Institutions & 

Sites시드니신학대학 회원학교 및 연락처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 Studies 
호주 기독대학교 
Lvl 2, 29 George St, Burwood NSW 2134 
Phone: +61 2 9522 9300 
Perth Bible College/기독신학교 퍼스성경대학 
1 College Court, Karrinyup WA 6018 
Phone +61 8 9243 2000 
 
Australian College of Ministries 
호주 목회대학교 
Phone: +61 1800 672 692 
 
Catholic Institute of Sydney/시드니 카톨릭 연구소 
99 Albert Road, Strathfield NSW 2135 
Phone: +61 2 9752 9500 
Good Shepherd College/선한목자 대학 
20 Ponsonby Road, Newton Auckland NZ  
Phone: +64 9 361 1053 
 
Nazarene Theological College/나사렛신학교 
40 Woodlands Drive, Thornlands QLD 4164 
Phone: +61 7 3206 4177 
NZ Campus/나사렛신학교 뉴질랜드 분교 
533 Great South Road, Manukau Auckland 
 NZ 2025 Phone: +64 0 277 044 377 
 
NSW College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 
NSW원목양성 대학 Phone: +61 (0)420 359 097 
 
St Andrew's Greek Orthodox Theological College 
세인트 앤드류스 희랍정교회 신학교 
242 Cleveland St, Redfern NSW 2016 
Phone: +61 2 9549 3100 
 
St Cyril’s Coptic Orthodox Theological College 
세인트 시릴 콥틱 정교회 신학대학 
6/252-254 West St, Carlton, NSW 2218 
Phone: +61 2 95466411 
 
Korean School of Theology/한국신학부 
6b, 5 Talavera Road, Macquarie Park NSW 2113 
Phone: +61 2 9888 1867 
 
Graduate Research School/ SCD본부 연구 대학원 
6b, 5 Talavera Road, Macquarie Park NSW 2113 
Phone: +61 2 9889 1969 
See Individual institution website for Registrar contact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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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신학대학에서 우리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안

전하고 포괄적이며 존중받는 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

다. 시드니신학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위험이 없

이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존중과 존엄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지원관(Student Support Officer) 

 

학생지원관은 보통 여러분의 대학의 학적처장이 맡고 있는

데,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과 여러 관심사와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이 연락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지원관의 이름을 알고, 또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학생지원관과 쉽게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학생지원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서 여러분을 지원하는 

담당자입니다: 

• 건강 서비스 정보 

• 상담 / 교목 서비스 정보 

• 법률 서비스 정보 

• 건강과 안전 방침들과 절차들 

• 위험과 위태로운 사건 보고 

• 무사 안전에 관련된 일들 

• 괴롭힘과 부적절한 행위 

 

안전하게 지내기 

 

비록 호주는 생활하고 공부하기에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스스로 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다음 사항들은 개인적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충고

입니다: 

• 밤에 홀로 걷는 것을 피하시오 

• 주변을 숙지하시오 

• 외딴 곳을 피하시오 

• 홀로 외출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말해 두시오 

• 현금자동인출기를 사용할 때 주의하시오 

• 온라인 사기에 주의하시오  

• 휴대폰을 항상 휴대하시오 

• 만일 괴롬힘을 당하거나 누군가 따라오면, 주의를 촉구하

거나 혹은 도움을 구하시오.  

• 가방/귀중품을 소홀히 두지 마시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개인적 책임 

 

시드니신학대학의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행동들에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해야 합니다.  

• 안전한 작업 관습들을 따라야 합니다. 

• 학생지원관으로부터 새로운 혹은 익숙하지 않은 과제들

에 관한 정보를 구해야 합니다.  

•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 사고들, 그리고 위험

들을 학생지원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긴급대피절차를 포함하여 안전 계획과 절차들을 따라야 

합니다.   

• 다음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응급상황 시 

      • 사고가 일어났을 때 

      •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건강 서비스 

 

의료상의 모든 응급상황에서는 000번을 누르시오. 

 

일반개업의(GP)가 제반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첫 번째 연락처가 될 것입니다. 학생지원관은 여러분에게 

지역별 일반개업의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

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개업의가 여러분에게 전

문가를 알려줄 것입니다.   

 

진료시간 외에 의사를 만날 필요가 있지만 응급상황이 아

닌 경우에는 전국가정의서비스(National Home Doctor 

Service)에 전화하십시오. 13 74 25. 

 

다쳤을 경우,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의료적 지원입니다. 

심각한 사고와 의료적 응급상황에는 000번을 눌러 앰뷸런

스를 부르십시오. 모든 공립병원은 24시간 운영되는 응급

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과 교목 서비스를 포함하여,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학

생 지원 서비스들에 관한 정보를 학생지원관이 여러분에

게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운동과 건강한 식사, 휴식과 숙면을 통하여 그 

자신들의 육체적 정신적 복지를 돌볼 것을 장려됩니다. 자

신의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셋업하는 방법과 같은, 컴퓨

터 설비에 관한 세부사항들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리고 스

트레칭 운동을 적절히 하십시오.  

 

법률 서비스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학생들의 경우, 법률 서비스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학생지원관이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성폭행 / 성희롱 보고 

이와 관련된 행위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학생지원관 혹은 

교직원들에게 보고하십시오. 모든 문제들은 대학의 교직원

들에 의하여 은밀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그 행위가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된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위험 및 곤란한 사건 보고 

 사람들의 건강, 안전, 복지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위험(hazard)입니다. 만일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학생지원

관, 교수 혹은 관련 직원에게 보고하십시오. 

 

어떠한 곤란한 사건이라도 반드시 학생지원관을 통하여 학

장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책자에서 제공된 종보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러

분을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분이 등록한 대학의 학생지원관에게 연락하십시오.   

   

화재, 의료적 응급상황 혹은 경찰 신고 / 000 
emergencyapp.triplezero.gov.au 무료 앱을 다운 받으십시오. 

온라인 사기 신고 / cyber.gov.au  

전국가정의서비스(NHDS) / 13 74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