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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or parents and carers

오퍼튜니티 클라스 및 셀렉티브 하이스쿨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정보
오퍼튜니티 클라스란?
오퍼튜니티 클라스는 지적 능력이 많고 잠재력이 높은 5 학년과 6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NSW 전역에 걸쳐 오퍼튜니티 클라스 (온라인 오퍼튜니티 클라스 포함)를 운영하는 학교가 77개이며 
이는 공교육 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셀렉티브 하이스쿨이란?
셀렉티브 하이스쿨은 지적 능력이 많고 잠재력이 높은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7개의 완전 셀렉티브 하이스쿨, 26 개의 부분 셀렉티브 하이스쿨, 4 개의 농업 셀렉티브 
하이스쿨 (일부는 기숙 시설 보유) 및 1개의 온라인 셀렉티브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오퍼튜니티 클라스나 셀렉티브 하이스쿨에 다닐 때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연구에 따르면 잠재력이 높고 재능 있는 학생들은 특정 학습 및 웰빙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퍼튜니티 클라스와 셀렉티브 하이스쿨 학습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도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잠재력이 높고 재능 있는 많은 학생들은 비슷한 능력의 학우들과 그룹을 
형성할 때 소속감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고 보고합니다. 

자녀가 잠재력이 높은지 또는 재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잠재력이 높거나 재능 있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 강렬한 호기심
•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빠르고 쉽게 습득
• 좋은 기억력
• 복잡한 질문하기
• 창의력 발휘
• 복잡한 방식의 사고를 즐김
•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반복이 적음
• 자신의 관심이나 열정 영역에 고도의 집중.
자녀가 이러한 특성 중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관찰하는 경우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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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어떻게 입학 자격을 갖출 수 있나요?
학생들은 무료 배치 시험에 응시합니다. 
오퍼튜니티 클라스 배치 테스트에는 세 가지 연속 항목이 있습니다.
• 독해
• 수학적 추론
• 사고 기능.
셀렉티브 하이스쿨 배치 시험에는 네 가지 연속 항목이 있습니다. 
• 독해
• 수학적 추론
• 사고 기능
• 작문.

형평 배치
본 기관에서는 선발 인구가 낮은 그룹에서 높은 잠재력과 재능 있는 학생들의 선발을 높이기 위해 형평 
배치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배치 장소의 비율이 다음 학생들을 위해 보유됩니다. 
• 사회 교육적으로 불리한 지역사회의 학생
• 원주민 학생
• 시골 및 벽지 지역 학생들
• 장애가 있는 학생.
형평 배치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각 형평 그룹의 학생들은 신청서의 데이터 및 본 기관이 
보유한 기타 데이터를 사용하여 식별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사이트: https://education.
nsw.gov.au/public-schools/selective-high-schools-and-opportunity-classes/general-
information/equity-placement-model

학생들은 이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배치 시험은 암기 학습을 통해 지도할 수 있는 기능보다는 탁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식별합니다. 학생들은 교육부 웹 사이트에서 배치 시험을 검토하여 본 시험 형식에 익숙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이 시험을 위한 광범위한 지도가 어떤 차이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오퍼튜니티 클라스 배치 테스트를 위한 참조 사이트: https://education.nsw.gov.au/public-
schools/selective-high-schools-and-opportunity-classes/year-5/the-test
과거 셀렉티브 하이스쿨 배치 시험 참조 사이트: https://education.nsw.gov.au/public-schools/
selective-high-schools-and-opportunity-classes/year-7/the-test#Prepar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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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NSW의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오퍼튜니티 클라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시민 또는 호주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타주 학생 및 유학생은 등록 당시 가족이 NSW에 거주하고 학교 교육 기간 동안 NSW에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고 배치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영주권이 부여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제공하는 서류를 내무부로부터 보유한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시작되나요?
3학년은 오퍼튜니티 클라스, 5학년은 셀렉티브 하이스쿨을 위해 신청을 합니다. 주요 신청 날짜 및 
기타 정보는 본 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ducation.nsw.gov.au/public-
schools/selective-high-schools-and-opportunity-classes

자녀의 입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모든 신청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https://shsoc.education.nsw.gov.au/
• 신청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학부모는 오퍼튜니티 클라스가 있는 학교는 최대 두 개, 셀렉티브 하이스쿨은 최대 세개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신청서에 선호하는 순서대로 선택한 학교를 기재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두개 
이상의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는 경우, 첫 번째로 선택한 학교의 입학만 제공됩니다.

• 장애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지원을 위해 영재학생 팀  
(high Performing Students Team)에 1300 880 367로 연락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배치 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없습니다.

오퍼튜니티 클라스와 셀렉티브 하이스쿨은 어디에 있나요?
오퍼튜니티 클라스는 주 전역의 NSW 공립 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 위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https://education.nsw.gov.au/public-schools/selective-high-schools-and-
opportunity-classes/year-5/what-are-opportunity-classes
셀렉티브 하이스쿨은 NSW 공립 학교이며 아래 사이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https://education.nsw.
gov.au/public-schools/selective-high-schools-and-opportunity-classes/year-7/what-are-
selective-high-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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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퍼튜니티 클라스와 온라인 셀렉티브 하이스쿨
시골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Aurora College 입학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립 학교에는 온라인 오퍼튜니티 클라스와 온라인 셀렉티브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공립학교에 다니며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오퍼튜니티 클라스 또는 
셀렉티브 하이스쿨 수업에 참여합니다.
오퍼튜니티 클라스가 있는 학교 또는 기존 오퍼튜니티 클라스 및 셀렉티브 하이스쿨의 추첨 지역 내의 
학교 학생들은 Aurora College 입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 https://education.nsw.gov.au/public-schools/selective-high-schools-and-opportunity-

classes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청 정보를 읽어보세요.
• 영재학생 팀  

이메일: ssu@det.nsw.edu.au  
전화: 1300 880 367

• SHS 페이스 북: https://www.facebook.com/groups/772251106301086/
• OC 페이스 북: https://www.facebook.com/groups/159342048077050/

전화 통역 서비스
문의를 돕기 위한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131 450의 전화 통역 서비스로 전화하여 운영자에게 해당 
언어와 원하는 전화 번호를 알려주세요. 운영자는 해당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역사를 주선하고 
여러분의 통화를 돕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여러분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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