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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변경 신청서 – 2020 년 1 학기 
Subject Changing Form   

이름 한글 Korean  학번 Student No.  

Name 영문 English  국적 Nationality 호주시민권 /호주영주권 /유학생 / Other 

연락처 Contact NO.  과정 Course BTH / MDIV / MA / MTH / Other     

이메일주소  소속 켐퍼스 SYD / ONL / BRI / MEL 

      

 상기 본인은 다음 과목들의 수강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서명:  

 

수강 취소 과목 (Withdrawal Subject) 

 
과목코드  

(정확한 코드 입력 바람) 
과목명 교수 비고 

1     

2     

3     

4     

5     

 

수강 과목 (Registering Subject) 

 
과목코드  

(정확한 코드 입력 바람) 
과목명 교수 비고 

1     

2     

3     

4     

5     

        

  학기 학사 일정 

▪ 개강 2020 년 2 월 17 일 (월) 

▪ 종강 2020 년 6 월 5 일 (금) 

▪ 수강변경 마감(Census Date) 날짜 2020 년 3 월 6 일  

▪ 시험기간 2020 년 6 월 1 일(월) ~5 일(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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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사항들***** 
 

• 수강신청서는 반드시 서은경 학적처장에게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강신청은 11 월 15 일 까지 받습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 수강신청비 과목당 $50 을 부과합니다. 

수강변경신청은 12 월 말까지 (12 월 31 까지)하실수 있습니다.  (최종수강변경마감날짜: 2 월 28 일 까지  

수강신청변경을 하실수 있지만, 변경시 과목당 $50 에 변경신청비를 부과 합니다.***) 

• 수강신청시 본인의 학점이수가 불확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학적처에 학점 이수 점검을 마치시고 수강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학기부터가 마지막 해 이신 분들은 졸업을 위한 과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학영어 

과정을 위한 선수 과정인 영어 특강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재 및 서평과제를 위한 도서 신청기간은 11 월 28 일 (목) ~ 12 월 19 일 (목) 까지 3 주간입니다. 신청에 관해서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교재비는 선불입니다.*** 

• 추가주문은 강의 시작  첫주 1 회에 한하여 수령할  예정이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수강신청시 해당과목의 

교재구입 신청도 동시에 하셔야 하며, 교재구입 신청서와 교재비를 도서관에 (phoebek@scd.edu.au)직접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이수를 위한 학문영역 지침표**** 

 

학문영역 (전공분야) 세부학문영역 (전공분야) 

성서신학 Biblical 

Studies 

(B) 코드로 시작하는 과목 구약 과 신약으로 나누어짐 

실천신학 Christian life 

& Ministry 

세부 학문영역으로 전공 부전공이 가능함 

(L) 설교학, 예배학 (M) 선교학 (P) 목회학, 기독교 교육학 (E) 

윤리학  (C) 목회상담학 (S) 영성학   

기독교 전통의 인문학 

Humanities in the 

Christian Tradition  

세부 학문영역으로 전공 부전공이 가능함 

(H) 교회사  (W) 기독교철학  (A) 고전어(제외) 

조직신학 Theology (T) 코드로 시작하는 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