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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High School and 
Opportunity Class Entry Changes for 2023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23년을 위한 셀렉티브 하이스쿨 및  
오퍼튜니티 클래스 입학 변경사항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는 어떤 통지서를 받게 되나요?

• 학부모는 같은 해 시험에 응시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자녀의 성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성적 통지서(Performance report)를 받게 됩니다. 

• 각 테스트 구성 요소에 대해 통지서는 자녀의 수행 등급이 네 가지 밴드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려줍니다: 

 ▪ 응시자들 중 상위 10% 

 ▪ 응시자들 중 다음 15% 

 ▪ 응시자들 중 다음 25% 

 ▪ 응시자들 중 최저 50% 

• 성적 통지서는 자녀가 시험 구성 요소에서 맞은 정답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행 등급이 동일한 범위 내에 얼마나 많은 다른 학생들이 속해 있는 지가 
표시됩니다. 성적 통지서는 국가 평가 프로그램 - 언어 및 수리 (NAPLAN)와 함께 빅토리아 
셀렉티브 하이스쿨 시험에 대한 시험 결과 보고 방식과 일치합니다.

• 교육부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른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주 전역에서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협의에 
참여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보고서에 만족했는데 이는 자녀가 시험에서 어떻게 
수행했는 지에 대한 보다 나은 시각적 자료와 지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부모, 학생 및 학교는 학생 간의 건전치 못한 경쟁을 포함하여 점수가 의도된 
목적을 넘어서서 보고되고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학생 웰빙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배정 테스트는 하나의 특정 목적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퍼튜니티 클래스 또는 
셀렉티브 하이스쿨에 배정함으로써 유익이 되는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 해당 문제들은 학교 교과과정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어린이들이 향상할 수 있는 교과과정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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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최소 입학 점수를 게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퍼튜니티 클래스나 셀렉티브 하이스쿨에 대한 최소 입학 점수는 없습니다. 입학 제안을 
받는 데 필요한 점수는 매년 변경됩니다.

• 입학 제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험 성적의 수준은 각 학교에 대한 신청 수, 해당 학교에 
지원한 학생의 수행 그리고 해당 학교의 입학 제안을 거절하는 가족들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매년 변경되므로 과거 점수를 언급하는 것은 학교 선택을 위해 
신뢰되거나 제안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적에 어떻게 의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 의의 제기 또는 결과 조회를 요청할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 문의 및 의의 
제기 (Result enquiry and appeals)를 방문하세요.

형평 배정 모델이란?

• 우리의 새로운 형평 배정 모델 (Equity Placement Model)에 따라 각 셀렉티브 하이스쿨 
및 오퍼튜니티 클래스에서의 학생 정원 중 최대 20%가 네 개의 소외계층 그룹 (낮은 사회 
교육 그룹 배경의 학생, 원주민 학생, 시골과 지방 학생 및 장애 학생)의 학생들을 위해 
확보됩니다.

• 형평 배정 모델에 따라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여전히 선발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유사한 
학업 기준 (일반적으로 다른 성공적인 입학자의 10% 이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른 학교 시스템과 모든 호주 대학교들 (시드니 대학교,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및 
빅토리아의 공립 셀렉티브 하이스쿨 포함)도 형평 진입 제도를 운영합니다.

• 현재의 셀렉티브 하이스쿨 배정 절차에서 4200여 정원 중 369개의 자리가 형평 배정 그룹 
학생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 교육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형평 배정 모델 (Equity Placement Model), 셀렉티브 교육 
진입 심사 (Review of Selective Education Access) 및 배정 결과 (Outcome)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전화 통역 서비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High Performing Students Team에 1300 880 367로 문의하세요. 
문의를 돕기 위해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전화 통역 서비스에 131 450으로 전화하여 운영자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언어와 통화를 원하는 전화 번호를 알려주세요. 운영자는 요청된 번호에 전화하고 
통역사를 주선하여 여러분의 대화를 도울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여러분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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