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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신청 및 입학제도 정책과 절차 
 

Approving Authority    Academic Board Approved 21st September 2020 

Responsible Officer    Registrar 

Version    V1.3 Reformatted. Approved by the Principal 15th May 2021 

Next Scheduled Review Oct 2023 

Related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he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18. 
Higher Education Standards Framework 2015. 
Standards for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s (RTOs) 2015, Standard 5 
clause 5.3 and standard 7 clause 7.2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TEQSA Admissions Transparency Checklist 

Associated Documents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m 
Formalisation of Enrolment and Written Agreement Policy 
Engagement Prior to Enrolment Policy and Procedure  
Complaints and Appeals Policy and Procedure 
Student Fees and Charges Policy    
Refund Policy and Procedure 
Credit Transfer Policy and Procedure 

      Transfer of Provider Policy and Procedure 

 

1 범위 
이 정책은 ESOS 법과 국가코드에 따라 ACCS 에서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학생의 학생 

지원과 입학 절차를 다룬다. 

 

2 목적 
이 정책과 절차는 입학 규정을 명확히하고 ACCS 코스에 대한  모든 학생의 입학 및 입학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일괄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입학지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코스의 요건과 higher education 의 규제력을 지닌 프레임워크와 국내외 학생 

입학허가를 관장하는 VET(직업 훈련) 기관의  요건에 맞춘 입학지원을 위한 표준 처리를 추구하는 

바이다. 이것은 모든 지원자의 대우면에서 투명성, 형평성 및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다. 

 

3 정의 
 
ATAR: Australian Tertiary Admission Rank 
 

국내생(Domestic Students):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 자이거나 학생 비자가 필요 없이 호주에서 

공부할 권리가있는 영주권자가 학생 혹은 학생이되기위한 지원자이다. 브리징 비자 A 또는 E 또는 

임시 보호 비자를 소지 한 망명 신청자는 호주에서 국내 학생으로써 공부할 권리가 있다. 뉴질랜드 

국민과 망명 신청자는 FEE-HELP 를 받을 수 없다.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 호주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유효한 현재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 

혹은 학생이되기위한 지원자이다. 
 



HEP Provider ID PRV12047  
                 RTO Provider No. 91402 

CRICOS Provider No 03375M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 Studies LTD ABN 60 236 028 435                                                                                   2 of 6 
Version: 1.3 Date: 25th October 2020 

 

4 정책/절차 POLICY/PROCEDURE STATEMENT 
 
입학허가 요건 ADMISSION REQUIREMENTS 

4.1 영어 자격 요건 Required for English Educational Qualifications  
 

4.1.1 Vocational Certificate IV and Diploma 

공부 시작 시점에 18 세 이상이어야한다. 

고등학교 11 학년을 영어로 만족스럽게 이수하였거나 

이전에 영어로 Certificate III 혹은 그 이상의 VET 과정을 이수했거나 적어도 학부에서 영어로 

1 학년을 이수하여야 한다 

IELTS 점수가 5.5 이상이며 5.0 미만의 벤드가 없어야 한다. 
 

4.1.2 Diploma of Theology 

공부 시작 시점에 18 세 이상이어야한다. 

고등학교 마지막 2 년을 영어로 만족스럽게 이수하였고 

성인 나이로 적어도 21 세이어야 한다. 

이전에 영어로 Certificate IV 혹은 그 이상의 VET 과정을 이수했거나 적어도 학부에서 영어로 

1 학년을 이수하여야 한다 

IELTS 점수가 6.0 이상이며 5.5 미만의 벤드가 없어야 한다. 
 
 

4.1.3 Associate and Bachelor degrees 

공부 시작 시점에 18 세 이상이어야한다. 
고등학교 마지막 2 년을 영어로 만족스럽게 이수한 지원자는 ATAR 65 를 사용하여 직접 입학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요소를 사용하여 ATAR 를 5 포인트에서 최대 10 포인트까지 끌어 올림으로써 입학 할 

수 있다.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료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이수하면 ATAR 에 10 포인트가 

추가된다. 

단점 - 지원자가 통제 할 수없는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우. 

입학허가를 위한 동등한 오퍼 - 다음과 같은 경우 동등한 동급 영역에서 오퍼가 제공된다. 
•        지원자가 호주 대학에서 공부하겠다는 오퍼을 받은 경우; 그리고 

• 그 오퍼가 ATAR 또는 선택 순위를 기준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 그 오퍼에 대한 증거가 제공되었으며; 그리고 

• 그 오퍼가 1 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Higher School Certificate (HSC) 영어 점수 
입학은 표준 과목 수준에서 Band 4 또는 그 이상의 Higher School Certificate English 점수로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만 21 세이어야합니다 

이전에 영어로 Certificate IV 혹은 그 이상의 VET 과정을 이수했거나 적어도 학부에서 영어로 

1 학년을 이수하여야 한다 

IELTS 점수가 6.5 이상이며 6.0 미만의 벤드가 없어야 한다. 
 

4.1.4 Postgraduate awards 

영어로 이수한 3 년의 학사 학위나 이와 동등한 모든 분야. 
학부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입학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입학은 학생이 5 년이상의 

시니어 목회의 리더쉽 역할의 경력이 있거나  혹은 8 년 동안 부목사 역할의 경력이 있거나 5 년간  고위 

관리직(senior management) 역할을 수행해야합니다. 

IELTS 점수가 7.0 이상이며 6.5 미만의 벤드가 없어야 한다. 

 
4.2 한국어 교육 자격 요건 REQUIRED FOR KOREAN EDUCATIONAL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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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S는 한국어로 사회 과학 학사를 제공하며 예비 학생들은 다음 입학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대학에 입학 할 수있는 수준으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만족스럽게 이수하고,  

• 만 21세 이상이어여한다, 혹은 

• VET 학위 소지자나 한국에서 그 이상의 교육을 마친자 

4.3 한국어 요건  

한국어로 사회 과학 학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고등 교육 수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한국어에 

능숙해야하며 또한 만족스러운 영어 능숙도를 갖추어야합니다. 

4.4 한국어 학생의 영어 능숙도 요건 

한국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학 직원과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기 위해 영어 읽기,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을 입증해야합니다.: 

• 호주 직업 또는 고등 교육 과정에서 영어로 공부하기 위하여 수락 함을 입증하거나, 혹은 

• 영어 랭귀지 코스를 만족스럽게 수료하였거나, 혹은 

• ACCS 에서 입증된 영어테스트를 만족스럽게 완료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능숙한 영어 실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ACCS 에서 제공하는 영어 클라스에 최소한 

2 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영어 클라스는 사회 과학부 (상담학과)에 등록된는 동안 수행될 수 있다.  
 

4.5 영어 언어 요건 

유학생은 다음 범주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비자 신청시 영어 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또는 아일랜드 공화국 시민권자. 

• 호주에서 최종 2 년의 고등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거나 Certificate IV 레벨 이상에서 

공부했거나 호주 교육 기관에서 1 년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생. 

• 최소 20 주 동안 학업 목적 영어 (EAP) 공부를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생. 

ACCS 는 다음과 같은 영어 시험을 사용하여 학생의 영어 능력을 결정합니다: 

•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인터넷 테스트 (일부 국가의 페이퍼 테스트를 

허용한다.) 
• PTE: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 CAE: Cambridge English: Advanced 

다음은 입학시 각 학위에 대한 최소 결과 요구 사항의 식별표이다: 

Course 
CRICOS 
Subject Code 

IELTS TOEFL PTE CAE 

10742NAT Cert IV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083602J 
5.5 with 
min 5.0 

62 46 162 

10743NAT Dip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083602J 
5.5 with 
min 5.0 

62 46 162 

Diploma of Theology 0101037 
6.0 with 
min 5.5 

73 54 169 

Bachelor of Social Science 0101040 
6.5 with 
min 6.0 

85 61 176 

Bachelor of Ministry 0101039 
6.5 with 
min 6.0 

85 61 176 

Bachelor of Theology 0101035 
6.5 with 
min 6.0 

85 61 176 

 

4.6 RECOGNISED ENGLISH SPEAK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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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ACCS 의 온라인 학습 포털을 통해 자국에서 공부할 계획이고 아래 나열된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 자 또는 영주권자이고 영어로 고등 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대 12 학년 또는 이에 상응하는) 

ACCS 의 영어 요구 사항을 충족 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앤티가 바부 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보츠와나, 쿡 아일랜드, 피지, 감비아, 가나, 지브롤터, 

그레나다, 가이아나, 케냐, 키리바시,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파푸아 뉴기니, 사모아,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시에라 리온, 싱가포르, 솔로몬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통가, 트리니다드 & 토바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학생들은 시민권 및 / 또는 거주 증명서로 출생 증명서, 여권, 국가 신분증 또는 비자를 제공해야한다 

ACCS 는 학생들에게 영어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영어 시험을 완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7 특별 카테고리와 대안 카테고리 

4.7.1 타학교 입학을 위한 이전의 승인: 지원자는 지난 5 년간 호주대학 혹은 인증된 Higher Education 

기관에서 관련된 코스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확인 가능한 증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4.7.2 성인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4.7.2.1 21 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 그리고 

4.7.2.2 다른 공부의 완료 증거 또는 적절한 삶의 경험, 포트폴리오 제출을 통해 헌신적으로 고등 

교육에 참여할 수있는 지적 능력 및 사회적 성숙도 수준 
4.7.3 SPECIAL CIRCUMSTANCES 

4.7.3.1 ACCS 코스 입학에 필요한 학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는 교육적 불이익을 이유로 

특별한 고려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적 불이익 수준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 사회 경제적 이유; 

• 언어 장애; 

• 학습 장애; 

• 학교분쟁; 

• 신체적 장애; 

• 심각한 가족 질병, or 
• 과도한 가족의 책임. 

▪ 가정 및 / 또는 학교의 지리적 격리,  가정 또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있는 지원 시간 

또는 시설 부족. 

4.7.3.2 정상적인 HSC 를 수행하지 않은 원주민이나 토레스 해협 섬사람; 

4.7.3.3 홈 스쿨링, 고등교육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혹은 

4.7.3.4 IELTS 결과를 기다리는 중 . 
 

4.8  이전 HIGHER EDUCATION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과목을 마침 

인증된 Higher Education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과목을 마친 신청자들은 부분적으로 수료할 수 있는 

입학기준에 의거하여 신청할 수 있다. 타교에서 이수한 과목 단위의 승인은 본교의 이수과목 정책에 

의해 실행된다. 
 

  NOTE: 모든 특별 입학 카테고리 (인증 된 Higher Education 기관에 입학했다는 증거에 근거한 

입학 또는 Higher Education 학위중 일부 과목을 완료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임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절차가 적용됩니다.: 

• 임시적 입학 상황에 있는 학생들은 임시적으로 입학허가를 받고있는 동안에”자격 부여 기간 

“qualifying period””을 성공적으로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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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부여 기간( “qualifying period”)은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으로 수행 될 수 있으며 이를 완료하는 

데 소요된 년 수는 해당 학부 학위 수료를 위한 최대 기간에 포함된다; 

• 자격 부여 기간( “qualifying period”)은 파트 타임에 상응하는 한 학기 풀 타임 학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4.9 기타 입학 제도 OTHER ADMISSION CONSIDERATIONS 

• 가정 또는 필수 지식: 대학의 기독교 정신으로 인해 (필수는 아니지만) 예비 학생들은 성경과 기독교 

윤리 및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것으로 가정한다.  

• 사회 과학 학사 상담학 과정을 공부하는 한국의 예비 학생들은 제 3 의대학 진학 (한국어 고등학교 

졸업자)에 적합한 한국어를 말하고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지원자의 능숙도는 한국 상담학 

학장이 평가한다. 한국어 사회 과학 학사 과정은 유학생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 컴퓨터 활용 능력: 본 대학 정책에 따라 모든 서면 과제는 본대학의 e- 러닝 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야한다. 일부 과목은 인터넷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필수 입학 기준은 아니지만, 학생들은 

등록하기 전에 컴퓨터 사용 능력과 컴퓨터 액세스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을 것이다.  

• 포트홀리오: 포트폴리오 입학은 학업을 마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입학이 적합하다: 

• ATAR 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학업을 마치는자, 혹은 

• 포트폴리오 입학을 선택하는 비 학교 졸업자 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도 자격이주어지지 

않는 사람. 

예비 학생들은 계획된 연구 분야에서 자신의 지식, 기술 및 적용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한다. 

4.10 입학절차 

4.10.1 신입생들의 등록신청은 학생처장을 통하여 입학허가가 될 것이다. 학생처장은 다음 일을 

수행한다: 

• 학위 프로그램에 수행하는 지원자들의 능력을 평가한다; 

• 지원자의 학업 경력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출된 원본을 관찰한다. 인증(ex. JP 싸인) 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타교에서의 이수 과목 단위 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살핀다; 

• 지원자의 ID 와 자격을 확인한다; 

• 영어와 한국어 능력의 요건을 확인한다; 

• 지원자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필요 사항을 확인한다(예: 말하기, 쓰기, 언어지원, 장애 관리). 그리고 

본교가 이러한 필요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낸다; 

• 특별 전형이나 대안 입학 전형으로 입학하는 경우 지원자의 자격을 평가한다;  

• 지원자의 학업경력을 명확히 한다; 

• 등록된 코스에 대한 적합성과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할 필요성으로 여겨진 특정 사항에 대해 

관련된 학장들과 상의 한다; 

• 사회 과학 상담학과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담학 학장의 평가와 승인으로 직접 입학허가 신청이 

이루어진다; 

• 모든 신입생들을 각 학장에게 알린다;  

• 미비된 신청서는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접수 될 때까지 처리되지 않는다.; 

• 모든 증빙 서류는 원본의 실제 사본으로 인증되어야한다; 

• 학사증, 관련학위, 추천서, 고용주 추천서, 관련성 있는 자격증, 면허증과 같은자료와 자격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해외자격의 진위 여부는 NOOSR 을 통해 확인된다.;  

• 직업 경로를 통해 공부하기 위해 지원하는 VET 학생은 이메일 확인을 통해서 적격 RTO 를 통해 확인 

된 이전 VET 자격이 있어야한다. 

• 모든 등록 절차를 마친 후에 신입생들에게 “Letter of Offer”가 제공될 것이다. 학생들은 싸인을하고 

반환해야 한다. 학생들은 제안서에 서명하고 반환해야합니다. 유학생이 서명 한 입학 허가서를 



HEP Provider ID PRV12047  
                 RTO Provider No. 91402 

CRICOS Provider No 03375M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 Studies LTD ABN 60 236 028 435                                                                                   6 of 6 
Version: 1.3 Date: 25th October 2020 

 

받으면 등록 확인 / 등록 수락 동의서도 함께 발행된다. 등록 수락 동의서에는 학생의 서명이 

필요하며 반환되어야 한다.; 

• 만일 학생이 등록을 연기한다면 그 학기의 Census Date 전에 “Enrolment Variation Request” 

form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서류가  미비된 지원자에게 연락하여 제대로 등록을 마치도록 도울 것이다. 

4.11 픔질 보증 QUALITY ASSURANCE: 

4.11.1 이 절차가 목적에 적합하고 그리고 HES 기준(HES Threshold Standards)과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s Standards 의 요건에 마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발 또는 검토에 대한 Dean of Studies 의 내부 승인; 

2. 정부 이사회에서 승인한 HES Threshold Standards/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s 

Standards/CRICOS 의 독립적인 외부 검토, 그리고  

3. 승인일로부터 3 년마다 담당 책임자의 내부 검토(if not earlier).  
 

 

5 참고 ACKNOWLEDGEMENTS 
이 정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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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U Admissions Policy 
Avondale University College Admissions Policy 
Ozford College Admissions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