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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HSC 최소 기준 

글을 읽고 쓰는 능력과 수리 능력은 학교 졸업 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2020 년부터는고등학교수료증(HSC)을 취득하려면 읽고 쓰는 능력과 및 수리 능력 최소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수리 능력 온라인 시험을 통과하면 

HSC 최소 기준에 도달했다고 인정받습니다. 

학생마다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가 다르므로 최소 기준 온라인 시험을 통과할 기회는 10 학년부터 

12 학년 수료 후 까지 여러 번 있습니다.  

이전에 기준 조기 도달 충족 요건으로 사용하던 9 학년 NAPLAN 시험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7 년 9 학년 NAPLAN 시험 수리나 읽고 쓰기 영역에서 8 등급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들은 

HSC 최소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 영역에 해당하는 온라인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NAPLAN 시험 영역 중 8 등급을 받지 못한 영역의 경우는 해당 영역 온라인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HSC 최소 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HSC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귀하의 자녀가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산수 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비 사용설명서에 들어 있는 안전 수칙 따르기 

 모바일 전화 약정 이해 

 구직 신청서 작성 

 개인 주간 예산 작성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기준을 충족하는 거죠? 



귀대의 자녀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수리 능력 온라인 시험을 통과하면 최소 기준 충족을 증명하게 

됩니다. 

 최소 기준 읽기 시험 – 사지 선다형 45 문항  

 최소 기준 산술 시험 – 사지 선다형 45 문항  

 최소 기준 쓰기 시험 – 주어진 시각 자료 또는 지문을 보고 응답하는 글을 최대 500 자 쓰기 . 

영역별 시험을 볼 적기가 언제인지는 귀댁의 자녀가 교사와 함께 결정하며 한 번에 모든 시험을 다 

보거나 통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시험을 통과하면 다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귀댁 자녀의 학교가 학생들 응시 등록을 처리합니다. 

학기 별 응시 가능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기: 2018 년 2 월 19 일부터 3 월 23 일 

 2 학기: 2018 년 5 월 21 일부터 6 월 22 일 

 3 학기: 2018 년 8 월 13 일부터 9 월 14 일 

 4 학기: 2018 년 11 월 5 일부터 12 월 7 일 

귀댁 자녀가 온라인 시험을 치르면 자녀의 학교와 자녀는 성적표를 받게 되며 거기에는  각 영역별 

성적과 HSC 최소 기준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하는 지 여부가 적혀있습니다. 

장애 고려 사항 및 면제 

장애가 있는 학생들 중에는 온라인 최소 기준 시험이나 HSC 최소 기준 요구사항을 면제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일 귀댁의 자녀가 추가 고려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녀의 

교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자녀 지원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 우수한 NSW 교과과정을 통해 읽고 쓰기와 산술을 배우고 

연마합니다.  

교사와 학교는 자기 학생들을 누구보다 잘 알며 귀댁의 자녀가 12 학년까지 HSC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명되면 추가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NESA 웹사이트에 가시면 읽고 쓰기 및 산술 추가 자료와 샘플 온라인 시험 문제와 답,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12 학년까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귀댁의 자녀는 학교 졸업 후까지 포함하여 HSC 최소 기준 충족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HSC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학생들은  

 HSC 과정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HSC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HSC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ATAR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HSC 최소 기준과 온라인 시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면 

https://educationstandards.nsw.edu.au/HSCminimumstandard 를 방문해주세요. 

https://educationstandards.nsw.edu.au/HSCminimumstand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