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USE ONLY
Date received __________________
 All refs received

이 신청서는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Student set up in Database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English.)

성서 목회

신학

파트타임 입학원서
Complete all required sections of this Application Form and return the completed form and required attachments to 입학원서를 다 작성하신 후 다음
주소로 완성된 원서를 보내주세요:

The Academic Registrar, Morling College 122 Herring Road Macquarie Park NSW 2113 Australia

Applications received after the due date for enrolments may be too late to process for the upcoming semester and commencement may be
delayed until the following semester. Morling College is an affiliated institution with the Australian College of Theology (CRICOS Provider 02650E).
만일 입학원서가 마감일이 지나 접수 되었을 경우 입학수속이 수강하고자 하는 학기가 아닌 그 다음학기로 미뤄질 수 가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몰링 대학교는 the Australian College of Theology 와
제휴한 기관입니다.

Personal
Title 호칭
(please circle)

Gender

Date of birth

성별 ☐Male 남자 ☐Female 여자

Mr / Mrs / Ms / Miss / Dr / Rev / Other

First name 이름
Preferred name

Family name 성
Other names

선호하는 이름
Current address

다른 이름

현주소
Suburb

State

지역
Home phone

주
Preferred email

집전화
Mobile phone

이메일
Other email

휴대전화

다른 이메일 주소

Marital status

Spouse’s name

혼인여부

배우자 성명

Do you wish to live on campus? 학교 기숙사에서 살 기 원하십니까?

출생날짜

Postcode

Country

우편번호

국가

Is your spouse a student at Morling? 배우자가
몰링대학교 학생입니까? ☐ Yes ☐No
☐ Yes

☐No Applications for on-campus accommodation should be submitted

separately. 캠퍼스 기숙사 신청서는 따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Do you have any disability or medical condition which may affect you during your time at Morling College?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 혹은 다른
건강문제가 있나요? ☐ Yes

☐ No

If yes, you are required to have a Medical Practitioner complete the last page of this Application form.만약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여 입학원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학과선택

Undergraduate 학부과정

Graduate 대학원

Diploma of Ministry
☐

기독교 사역 준학사
(Pathway 2)

☐

Graduate Certificate of Divinity
대학원 준석사 수료증

이 신청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English.)

Proposed Commencement 입학예정
Year
Semester

Delivery mode of Study 과목이수 방법

Transfers 편입

년도

☐ On-campus

☐ Combination of both

Current ACT College/Institution 현 대학교

캠퍼스

두가지를 병행

학기

Payment Method 학비 납부 방법
☐ Upfront
☐ FEE-HELP*
* FEE-HELP form must be submitted with your first
enrolment. Please contact the Registrar’s Office on
registrar@morling.edu.au for a form or login details
for Electronic version (eCAF).*FEE-HELP 신청서는

☐ Online 온라인
Do you wish to gain academic credit for this course

If you are at another College/Institution, do they
know that you plan to transfer to Morling College?

from previous theological studies? 이전 학업

만약 다른 학교 학생이라면, 현 학교에서 몰링

과정에서 취득한 신학 전공 또는 기독교 관련

대학교로의 편입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항목 학점을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 Yes

☐ Yes

등록원서와 함께 처음부터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 No

☐ No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교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gistar@morling.edu.au)

Citizenship 시민권
If not Australian, are you a Permanent Resident?
만약 당신이 호주시민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Country of citizenship
국적

소유하고 있습니까?
If not born in Australia, what year did you arrive?

Country of birth

만약 당신이 호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출생국가
Is English your first language?

무슨 연도에 호주에 도착했습니까?
Primary language spoken at home

당신의 모국어가 영어 입니까?

☐ Yes 예 ☐No 아니오

☐ Yes 예 ☐No 아니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Are you of Aboriginal or Torres Strait Island origin? 당신은
아보리진 (원주민) 혹은 토레스 해협 원주민 입니까?

☐No

☐ Aboriginal

☐Torres Strait Islander

☐ Both

☐Not disclosed

Employment 직업 및 경력
Length of time in present role
Position 직책

근무기간 (or since last employed)

☐ Full-time ☐Part-time

Current place of employment

Employer’s contact phone

현 근무지

고용주 연락처

Prior Education 학력
Have you ever previously enrolled with Morling College?

☐ Yes 예

이전에 몰링에서 수강한 적 이 있습니까?

☐No 아니오

Have you ever enrolled with the Australian College of Theology (ACT)?

☐ Yes 예

Morling Student Number
몰링 대학교 학번
ACT Student Number

이전에 Australian College of Theology 에 등록한 적 이 있습니까?
☐No 아니오
If you attended High School in Australia, in which State?
Year left High School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고등학교 졸업 년도

어떤 주에 소속된 학교 였습니까?

Did you complete year 12?
12 학년을 마쳤습니까?

ACT 학번

If yes, what was your ATAR / UAI / TER?
☐ Yes

☐No

당신의 ATAR/ UAI/ TER 점수는 무엇입니까?

Please provide the details of all previous tertiary study 이전 학력을 기입하시오.
Years of Study
Course of Study (학과)

Institution (기관)

State, Country (주, 국가)

공부한 연도
From

To

Completed
졸업여부
Yes

No

☐

☐

☐

☐

☐

☐

이 신청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English.)
Church and Ministry 현재 출석하는 교회
Name & Suburb of current church

No. of years attending

교회 명 과 지역

출석한 기간

If less than 1 year, which church did you last attend for more than 1 year?
만약 현재 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1 년 이하이면, 지난 1 년이상 출석한
교회명을 기입하시오.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비상연락처
Name 이름
Home phone
집전화

Relationship 관계
Mobile phone
휴대전화

Email 이메일
Marketing 몰링대학을 알게된 경로
How did you find out about Morling?
몰링 대학교을 알게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If you found out about Morling through a current or past student, who was that student?
만약 당신이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그 학생은 누구입니까?
☐Please tick if you would prefer not to receive marketing communication from Morling. 만약 몰링 대학교 관련 광고 및 소식지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Attachments (Please indicate which of the following documents you have included with your application.) 입학원서 준비서류 (서류 미비로 인한 입학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들이 첨부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indicates compulsory documents for all applicants *표시는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All original documents must be sighted by the Morling College Registrar’s Office or certified copies with an original certification on it from a Justice of the
Peace or equivalent provided. 모든 원본은 몰링 대학교 교무처로 부터 확인 되어져야 합니다. 혹은, Justice of the Peace (J.P.)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원본의 복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2 x passport-sized photos* (may be emailed as a .jpeg file if desired) 여권사이즈 사진 2 장 (이메일을 통한 사진파일 형식의 제출도 가능합니다.)

☐

A Reference from your Senior Pastor or other Ministry Leader* (must not be a relative) 이전 담임목사 또는 다른 목회 리더로부터의 추천서

☐

Proof of citizenship* (either Passport, Birth Certificate, 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시민권 영문 증명서 (여권, 출생증명서 혹은 시민권 증명서)

☐

ATAR Advice Notice or HSC Results (compulsory for all school leaver applicants aged between 18-21 years) ATAR 혹은 HSC 결과
Transcripts of previous studies (compulsory for all Graduate and Postgraduate applicants or if requesting credit from previous theological studies) 영문
최종학력증명서 (모든 석/박사 과정을 신청한 학생들, 혹은 이전의 기독교 관련 학업과정중 이수받은 학점을 인정 받기 원하는 학생들은

☐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Proof of name change (Marriage Certificate or Change of Name Certificate, where your name is different on your most recent transcript of previous

☐

studies) 영문 개명증명서 (혼인증명서 혹은 개명증명서, 그 전의 이름이 명시된 가장 최근의 학력증명서)
IELTS scores or evidence of education completed solely in English (required for applicants with a Non-English speaking background) IELTS 점수 또는 오직

☐

영어로 이수받은 교육/과목 증명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됩니다.)

☐

Current visa documentation (Permanent Resident applicants living in Australia) 현 비자 상태 서류 (호주에 거주하는 영주권 신청자)

Declaration 신청자 증명
I acknowledge that I have completed this form in full and all statements and information supplied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

본인은 기입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모든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Date

Signed 서명 (사인)
Print name 이름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