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책은 학술위원회와 교육 기관들이 다음 사항들을 확실하게 하도록 한다. 

 

1) 학생의 학업을 극대화한다.  

2) 시드니신학대학이 호주 고등 교육 시스템에 속한 학위수여기관으로서 적절한 학업 수준을 

유지한다.  

3) 이러한 수준은 여러 교육 기관들에서 균일하다.  

4) SCD 의 정책추진 관리구조는 회원 교육기관의 정책에 일관되게 반영된다. 

 

 

 

1) 회원 교육기관 및 SCD 한국 신학부는 매 5 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인 감사를 받는다.  

2) 교육 기관의 감사는 학문 분야를 포함한 학무 운영의 모든 측면을 다룬다. 

따라서, 그 지침서는 학문분야 감사의 지침서보다 훨씬 넓으며 과목, 평가, 교육 및 학습, 

도서관, 학생 지원 서비스 및 회원 기관 내의 학무관리를 포함한다. 적절한 경우, 학문분야 

감사보고서는 

회원 교육기관의 감사자에게 제출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기관학무 감사는 학문분야 감사와는 다르다. 매년 college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교육기관에서 학문분야 감사정책에 제시된 대로 한 학문분야를 감사한다.   

 승인  학술 위원회 

 승인 일시  2020 년 2 월 17 일 
 2018 년 5 월 7 일 
 2017 년 2 월 27 일 
 2016 년 7 웡 11 일 
 2015 년 5 월 4 일 
 2009 년 3 월 2 일 

 재검토 일시  2025 년 2 월 

 책임자  학술처장 

 작성자/역할  N Holm (코스워크 책임자) 
 E Hibbert (학술 담당관) 
 D Speed (총장) 

 관련 문서들  Institutional Academic Moderation Procedure 

 고등 교육 표준서 (2015)  

 국가 규정집 (2018)  



 

 

모든 회원 교육 기관 및 SCD 한국 신학부 

 

 

학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될 기관감사 일정을 준비하고 발표한다.  

2) 해당 년도에 외부 감사 패널이 방문할 교육 기관을 확인한다 

3) 실제 방문 날짜를 3 개월 전에 통지한다. 

 

학술위원회에서 승인한 4 명의 감사 패널이 각 교육 기관을 감사한다. 

1) 시드니 신학대학은 두 명의 감사자를 임명한다. 

a) 가능한 한, 한 명의 감사자는 SCD 기관 학무 감사에 대한 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  

b) SCD Dean 은 각 기관 학무감사를 관장하고, 패널을 소집한다. 

2) 각 교육기관은 두명의 감사자를 지명한다.  

3) Dean 이나 학과목 위원회의 의장 이외의 모든 감사자들은  

a) SCD 시드니신학대학과 교육 기관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b) 그러한 감사를 수행할 지식과 학무 경험이 있어야한다.  

c) 감사를 받는 교육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한다 

4) 외부 감사자 중 한 명이 패널의 의장을 맡는다. 

5) 외부 감사자들은 

a) 감사를 하는 중에 발생한 실제적이고 합당한 교통비, 숙식비를 변제 받는다.  

b) 각 감사에 대한 적절한 사례를 받는다.  

c) ‘기관의 학술 감사 절차’라는 제목의 절차에 관한 문서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