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링칼리지 VET 과정 지원서
(APPLICATION FOR Morling VET AWARDS)
Morling College
122 Herring Road, Macquarie Park NSW 2113
p: 02 9878 0201 | e: korean@morling.edu.au | w: morlingcollege.com
In partnership with Baptist Union Western Australia T/A Vose Seminary,
20 Hayman Road Bentley WA 6102 | p: 6313 6200
w: vose.edu.au | e: office@vose.edu.au

<영문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증 번호(Student ID Number): ……………….

The information asked for in this enrolment form is requir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Morling-Vose to process your enrolment.

개인 신상 정보 (PERSONAL DETAILS)
☐ 내국인 학생
(Domestic Student)

학생고유번호(Unique Student Identifier)
(USI): …
www.usi.gov.au – (이 사이트에서 찾으세요)

☐ 해외 학생(학생 비자)
Overseas Student (on student visa)

성(Surname): ….
편하게 사용하실
이름(Preferred Name)
: ….

이름(Given Names): ….
직함(Title)
(예.Mr, Ms..)
: ….

생년월일(Date of Birth)
: ….

성별 : ☐ 여성 ☐ 남성
(Gender) (Female) (Male)

호주 주소(Australian Address):
번지.& 길이름(No. & Street)
: ….

집전화(Home Phone)
: ….

지역이름(Suburb)
: ….

휴대전화(Mobile)
: ….

주(State)
: ….

우편번호(P/C)
: ….

이메일(Email)
: ….

해외 주소(해당자만)(Overseas Address (if applicable)):
번지.&길이름(No. & Street)
: ….

지역(Suburb)
: ….

우편번호(P/C)
: ….

지역(Suburb)
: ….

우편번호(P/C)
: ….

우편배달 주소(위의 주소와 다를 경우)Postal Address (if different):
번지.& 길이름(No. & Street)
: ….

소속 교회 연락처 및 주소(Church affiliation)
교회 이름(Name)
: ….
번지.& 길이름(No. & Street)
: ….

전화번호(Phone)
: ….

이메일(Email)
: ….

지역이름(Suburb)
: ….

주(State)
: ….

우편번호(P/C)
: ….

비상 연락처 (EMERGENCY CONTACT DETAILS)
호주 연락처(Local Contact) :
이름(Name) : ….

관계(Relationship) : ….

전화(Phone) : ….

이메일(Email) : ….

해외 연락처(해외학생인 경우) (Overseas Contact) :
이름(Name): ….

관계(Relationship): ….

전화(Phone): ….

이메일(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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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과정 및 학업 시작 시점 (COURSE OF STUDY AND COMMENCEMENT DATE)
지원 과정을 선택해주세요(입학요건 확인요망)(Course chosen (please check entry requirements for each)):
☐ Certificate IV in Ministry (CRICOS Code: 088808K)
(기독교 사역 인증 과정)

☐ Certificate IV in Leadership and
Management (리더십과 운영 인증 과정)

☐ Diploma of Ministry (CRICOS Code: 088809J)
(기독교 사역 준학사 과정)

☐ Diploma in Leadership and Management
(리더십과 운영 준학사 과정)

☐ English Readiness for Life and Christian Ministry (CRICOS
Code: 090867C)
(기독교 사역과 일상 생활을 위한 영어 준비 과정)
☐ Selected Units only
(일부 과목만 선택하여 수강)

☐ Audit
(청강)

☐ Cross Institutional Enrolment
(교차 수강 (타학교 대학생의 경우))

☐ Unsure of Course – please contact
(미결정 – 학교로 연락 바랍니다)

시작년도(Year)
: ….

시작학기(Semester)
: ….

수강형태 : ☐ 풀타임
(Mode of Study) (Full time)

☐ 파트타임
(Part time)

몰링칼리지에 대하여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How did you find out about Morling?)
☐ 라디오(Radio)
☐ 신문(Newspaper)
☐ 박람회(Expo)
☐ 인터넷(Website)
☐ 교회(Church)
☐ 다른 사람의 추천(추천인 성함)(Recommended by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Other (please specify))
(please name)):
: ….

시민권자 신상 정보 (CITIZENSHIP DETAILS)
출생국(Country of Birth):
☐ 호주(Australia)
☐ 타국(출생국명)(Other) (please specify): ….

타국출생의 경우 출생 도시명(Overseas City/Town of
Birth): ….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나요?(Do you
speak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 아니오, 영어만 사용합니다.(No, only English)
☐ 예(사용 언어명)(Yes, (please specify)): ….

영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시나요?(How well do
you speak English?)

☐ 매우 잘한다(Very Well) ☐ 잘한다(Well)
☐ 잘 못한다(Not Well) ☐ 전혀 못한다(Not At All)

당신은 호주 원주민이나 토레스 해협 섬의
원주민입니까?(Are you of Aboriginal or Torres
Strait Islander origin?)

☐ 아니오( No) ☐ 호주 원주민(Aboriginal)
☐ 토레스 해협 섬의 원주민(Torres Strait Islander)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select all applicable)

특별 고려 사항 (SPECIAL CONSIDERATIONS)
장애나 결함 또는 오랜 지병이 있으신가요?(Do you consider yourself to have a disability, impairment, or long term
condition?) ☐ 예(Yes)
☐ 아니오(No)

있으시다면, 해당 영역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If yes, please select the
applicable area(s)):

☐ 청각 장애
☐ 신체 장애
(Hearing/deaf)
(Physical)
☐ 후천적 뇌 손상
(Acquired brain impairment)

☐ 지적 장애
(Intellectual)
☐ 시각 장애
(Vision)

☐ 학습 장애 ☐ 정신질환
(Learning) (Mental illness)
☐ 질병
(Medical condition)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Other (please specify)): ….

Please note: this information, as with all personal information, is kept in strictest confidence and will only be shared with relevant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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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사항 (EDUCATIONAL ATTAINMENT)
☐ 고등학교 또는
동등학력 이수
(Year 12 or equivalent)
☐ 9 학년(중 3) 또는
동등학력 이수
(Year 9 or equivalent)

중고등학교 학력
사항(What was your
highest COMPLETED
school level?)

☐ 11 학년(고 2) 또는
동등학력 이수
(Year 11 or equivalent)
☐ 8 학년(중 2) 또는
동등학력 이수
(Year 8 or equivalent)

☐ 10 학년(고 1) 또는 동등학력
이수(Year 10 or equivalent)
☐ 학력 없음
(Never attended school)

몇 년도에 위 학력을 이수하셨나요?(In which YEAR did you complete that school level?) : ….
아직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 중이신가요?(Are you still attending secondary school?): ☐예(Yes)

☐아니오(No)

아래 과정 중 마치신 과정이 있으신가요?(Have you successfully completed any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 예(Yes) ☐ 아니오(No)

있으시다면,
마치신 과정
모두를 표시해
주세요(If yes,
please select all
applicable boxes):

☐ 학사 또는 그 이상
(Bachelor degree or higher)

☐ 고급 준학사 또는 동등 학력
(Advanced diploma or associate degree)

☐ 준학사 또는 동등 학력
(Diploma (or associate diploma))

☐ 4 단계 인증 과정
(Certificate IV (or advanced certificate/technician))

☐ 3 단계 인증 과정
(Certificate III (or trade
certificate))
☐ 1 단계 인증 과정 (Certificate I)

☐ 2 단계 인증 과정
(Certificate II)
☐ 그 외 인증 과정(Certificates other than the above)

취업 관련 정보 (EMPLOYMENT)
현재 취업 상태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Of the following categories, which BEST describes
your current employment status?)
☐ 풀타임
(Full-time)

☐ 파트 타임
(Part-time)

☐ (직원 없는) 자영업
(Self-employed – not employing others)

☐ 가족기업에서 무보수로 일함
(Employed – unpaid working in a family business)

☐ 풀타임 직업 구직 중
(Unemployed – seeking full-time work)

☐ 파트 타임 직업 구직중
(Unemployed – seeking part-time work)

☐ 구직 활동 없는 무직
(Not employed – not seeking employment)

☐ 고용주
(Employer)

주의 사항: 현재 취업 중이신 분은 훈련 시간이나 집중강의 날짜 등에 유의하셔서 사역과 일이 시간적으로 겹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Please note: For students who are currently employed, it is important to take note of training times and intensive dates to ensure
that they will not conflict with your work and ministry roles.)

수강 동기 (STUDY REASON)
과정을 수강하시게 된 동기를 아래 사항 중에서 골라주세요.
(Of the following categories, which BEST describes your main reason for undertaking this study?)
☐ 직업을 얻기 위해
(To get a job)
☐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To start my own business)

☐ 현재 하고 있는 개인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To develop my existing business)
☐ 다른 직업으로 바꾸기 위해
(To try for a different career)

☐ 더 좋은 직장 또는 승진을 위해
(To get a better job or promotion)

☐ 직장에서 요구하므로
(It was a requirement of my job)

☐ 직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I wanted extra skills for my job)

☐ 다른 학업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To get into another course of study)

☐ 개인적 관심 또는 자기 발전을 위해
(For personal interest or self-development)

☐ 기타 이유(Other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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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기재 사항(유학생만 기재해 주세요) (OVERSEAS STUDENTS ONLY)
비자 정보(Visa Information)
지원하신 과정이 비자를
요구하나요? (Visa required)
: ☐ 예(Yes) ☐ 아니오(No)

여권번호(Passport Number)
: ….

국적(Nationality): …

여권발행국가(Country of Passport): …

여권 만기일자(Expiry Date)
: ….

“나는 몰링칼리지가 이민성으로부터 나의 비자 상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I authorise the
Morling College to access details about my Visa conditions from the Dept of Immigration & Citizenship)
: ☐ (동의하시면 체크해주세요)

해외 의료 보험 (Overseas Health Cover)
보험회사명(Insurance Company)
:…

보험 형태(Insurance Type)
:…

카드일련번호(Card/Policy No.)
:…

발행일(Date Issued): …

만기일(Expires On): …

결재일(Date Paid): …

IELTS 점수(IELTS Score)

평균(5.5 이상)(Overall (min 5.5))
: ….

읽기(아카데믹 5.5 이상)Reading
(Academic min 5.5): ….

쓰기(아카데믹 5.5 이상)(Writing
(Academic min 5.5)): ….

듣기(5.0 이상)(Listening (min 5.0))
: ….

말하기(5.0 이상)(Speaking (min 5.0))
: ….

주의사항 : 본 양식을 포함 재학 기간중 제출되는 정보는 ESOS ACT 와 the National Code 2007 하의 규정들 그리고 호주 이민법하의 규정하에
학생의 비자 요건 충족을 확인과 규정 준수를 위해 수집되는 것입니다. 본 정도들을 수집할 권리는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ulations 2001 and the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에 귀속됩니다. 본 양식, 그리고 재학중 수집되는 귀하의 정보는 호주 정부와
권리를 양도 받은 기관들에게 상황에 따라 혹은 연관될시 the Tuition Assurance Scheme and the ESOS Assurance Fund Manager 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경우 법적 요구 사항이 있을시 본 양식에 기재된 정보들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s19 of the ESOS Act 2000 조항에
의거하여 수강 변경이나 학생의 수업 출석 및 성적과 관련하여 학생비자 조건 위반될 시 해당부처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PLEASE NOTE: Information is collected on this form and during your enrolment in order to meet our obligations under the ESOS ACT and the
National Code 2007; to ensure student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ir visas and their obligations under Australian immigration laws
generally. The authority to collect this information is contained in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ulations 2001 and the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Information collected about you on this form and during your enrolment can be provided, in certain circumstances,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designated authorities and, if relevant, the Tuition Assurance Scheme and the ESOS Assurance Fund Manager.
In other instances information collected on this form or during your enrolment can be disclosed without your consent where authorised or
required by law. The College is required under s19 of the ESOS Act 2000 to advise the department of changes in enrolment and of any breach by
the student of the student visa condition relating to attendance and/or satisfactory academic performance. As an Overseas student, your course
must be completed within the given time frame.)

☐ 나는 해외유학생 교육 서비스에 관련한 위의 사항을 읽었습니다.
(I have read the overview of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ESO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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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DECLARATION)
☐ 사진(여권사진 크기의 최근 사진) (Photo (recent, passport size))

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합니다.(해당 자료에 체크해
주세요)(I have provided (please tick
box)):

☐ 입학 관련 수료증, 성적표 등(Transcripts of qualifications relevant to
entrance)
☐ 여권 사본(Copy of Passport (main page))
☐ 학생 고유번호를 교무처에 제출 (Unique Student Identifier number to the
registrar)

본 신학교는 the Privacy Act 1988 를 준수합니다. 본 양식에 기재된 정보는 학생의 입학 절차 및 학업 수행 지도를 위해
교수진과 행정관련부서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학허가시 이름과 연락처는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과 연락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입니다. 본 정보는 귀하의 서면 동의가 있을 시에 한해서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Morling College and Vose Seminary is bound by the Privacy Act 1988. Information collected on this form will be
used by the Faculty and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s of assessing your application and providing guidance both
initially and throughout subsequent studies. Upon admission, details of name and contact details will be provided
to the officers of the Student Association to enable them to contact you. Information will be divulged to other
persons for other purposes only with your written permission.
나는 Morling College 와 Vose Seminary 의 출판과 홍보자료에 본인을 포함한 학교생활 사진과 영상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I give permission for images and film of seminary life, which include me, to be used by Morling College and Vose
Seminary in its publications and communication

☐ 예( Yes) ☐ 아니오( No)
☐ 나는 국내 혹은 해외 학생을 위한 안내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중 본인 해당 자료)
I have reviewed the Domestic or Overseas Student Handbook. (whichever is applicable)

서명(Signature): ….

날짜(Date): ….

Office Use Only:
 This application has been checked and all pre-requisites have been fulfilled:
Print Name:
Signature:
Position:
Offer
of  CoE created &  Overseas
 Application Fee 
admission
& sent
welcome letter
received
acceptance sent &
sent
received

Date:
 USI received &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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