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서   
www.myschool.edu.au 

 

My School(우리 학교)에 대하여   

My School  웹사이트에는 9,500개가 넘는 호주 학교들의 소개란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위치, 초중등학교 별 또는 이름 별로 

학교의 면면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에는 전국 읽기 쓰기 수리 능력 평가 프로그램(NAPLAN) 결과 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통계 및 지역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는 호주 전국에 있는 통계적으로 유사한 배경 출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결과와 비교 가능합니다 . 

전국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NAPLAN  웹사이트 (www.nap.edu.au)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y School 은 호주 교육 과정, 평가 보고청 (ACARA) 에서 운영합니다.   ACARA는 호주 정부에서 법으로 설립한 

기관으로서 호주 학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며, 전국 읽기 쓰기 수리 능력 평가를 집행하고 전국적인 교과과정 

개발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My School  웹사이트는 모든 사람들이 호주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고, 호주 학교들이 서로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엔 교사, 학교, 학부모 및 그외 지역 사회 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 및 기타 정보가 

들어 있으며  이는 어떤 교실에 있는 어떤 아동이라도 양질의 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My School 웹사이트 사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My School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각 학교 학생 수, 학생들의 NAPLAN 평균 성적, 일정 기간에 

걸친 학생들의 성적 향상표 뿐만 아니라 호주 전역의 모든 학교와 비례한 학교 재정 자료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학교 별 출석률 및 직원 수와 같은 유용한 자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통계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이점 지수(ICSEA)라고 알려진 학생 및 학교 특징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록 자료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 및 

교육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각 학교의  ICSEA 값을 산출합니다. 이 값은 그 학교 학생들의 평균적인 교육적 이점 수준을 

나타냅니다.  

 ICSEA를 사용하면 학생들의 전국적 시험 결과를 공정하고 의미있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사한 학생들이 다니는 다른 학교들한테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 교사, 학부모 및 지역 사회는 My School 에 나오는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전국적으로 통일된 알림 표지를 사용하여 학교 정보를 얻는다  

• 한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통계적으로 배경이 유사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 및 호주 전국의 모든 학교의 평균 성적과 

비교한다  

• 성적이 우수한 학교 및 학생 성적이 현격하게 향상된 학교를 파악하고 그 학교들에 대해 배운다 

• 지역 사회내 학교들의 성적을 더 폭넓게 이해한다   

 

My School 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다섯가지 메뉴에 따라 사이트 내용을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  

• 학교 소개 (School profile ) 

• 학교 재정 (School finances)  

• 전국 읽기 쓰기 수리 능력 평가 (NAPLAN)  

• 학교내 직업 교육 및 훈련 (VET in schools)  

• 지역내 학교들 (Local schools)  
 

 

 

 
 
 

http://www.nap.edu.au/


   
 

 

학교 소개  

각 학교의  소개란이 한 페이지에 나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 간단한 학교 소개  

• 초중등 학교 여부, 학교 유형 및 전체 등록학생 수와 같은 학교에 대한 기본적 내용  

• 교사 및 기타 행정직원 숫자  

• 학교 재정 정보 개요  

• 학교 웹사이트 링크 또 해당될 경우 각급 학교 또는  시스템 별로 소속된 해당 웹사이트 링크   

• 학생들의 배경에 대한 학교 차원의 자료  

• 이 학교의 지역 사회 사회경제적 이점 지수(ICSEA) 값 

• 재적 학생수 및 출석 현황  

• 고등학교 고학년생들 성적    

• 직업 교육 훈련 등록생 숫자 및 재학생 대상 견습 및 훈련 교육프로그램 등록 현황 개요 

학교 재정  

각 학교별 재정 자료가 게시되어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경상 소득 (학교 운영에 보탤 수 있는 소득액)과 연례 보고 자본 

지출이 포함됩니다. 재정 보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웹사이트의 ‘추가 정보’ 페이지의 자료 목록에 PDF 문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NAPLAN 결과  
NAPLAN은 다섯개 공통 영역 시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읽기  

• 쓰기  

• 철자  

• 문법과 맞춤법 

• 수리  

호주 전역의 공사립학교에 재학중인  3,5,7,9학년생들이 모두  NAPLAN 시험을 봅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학년별 각 시험 영역에 대한 NAPLAN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연도별 NAPLAN 시험 자료가 게재됩니다. 

 NAPLAN 결과는 선택한 학교, 통계적으로 배경이 유사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호주의 모든 학교 별로 제공됩니다.  

같은 학교에서  NAPLAN 시험을 두번 보고 2개 학년 성적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성적 추이 분석도 제공됩니다.  

학교내 직업 교육 및 훈련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경우 이 웹사이트에는  코스 등록생 및 이수 자격 과정 숫자가 나오며 이는 자격 

과정 수준 및 (해당될 경우) 업종별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지역내 학교들   

선택한 학교 반경 80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학교 중 최대 20개까지  나열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올라온 학교의  학교 

소개란으로 가는 링크가 나와 있어서 방문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편리합니다. 지도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는 한 학교와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들을 나란히 지도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