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학교의 국가 교과과정을 새로 고쳐, 이중 문화적이고 
포용적이 되게 만들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학습 영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면서 적용하기 더 쉽게 바꾸고자 합니다. 갱신 작업은 향후 5
년에 걸쳐 진행되며, 이 여정 동안 우리는 학교 지도자와 교사, 학습자, 
부모 및 가족으로부터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교과과정 갱신이 부모와 자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나?
• 자녀의 정체성, 언어, 문화가 중시됩니다

• 학교에 다니는 전 기간에 걸쳐 자녀가 
알고 이해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 부모가 자녀의 성취도와 필요사항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 교사가 자녀의 강점, 소망 및 필요사항을 
파악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지난 3년간 우리는 교육 의견 포럼과 NCEA 
검토와 같은 여론수렴 작업을 통해 부모, 
가족 및 학습자들로부터 국가 교과과정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며 다음 사항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어린이의 정체성, 언어, 문화 및 복지

• 가장 중요한 학습 영역

• 뉴질랜드의 이중 문화 기반을 중시

• 어린이와 청소년의 필요에 부응하는 
포용적 학습 경험

•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 참여 및 자녀의 
성취도와 후속 단계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개선

뉴질랜드 교과과정이란?
뉴질랜드 교과과정은 자녀가 학교에서 
배울 학습 내용을 정하는 길잡이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전 기간에 걸쳐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앎으로써 학교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영어로 가르치는 
모든 뉴질랜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교사는 뉴질랜드 교과과정에 지역적 
상황을 반영해 학생들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초중고 학습자들을 위한 국가 교과과정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영어로 교육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뉴질랜드 교과과정  

• 마오리어로 교육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테마라우탕아오 아오테아로아(마오리 
교과과정)

뉴질랜드 교과과정을 새롭게 할 
시간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새롭게 바뀌는 뉴질랜드 교과과정은 
가장 중요한 학습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발전이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교사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들이 성공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 
지식을 갖춰 사회에 나가도록 보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업 기록부에는 학생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이들의 강점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지가 명시됩니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은:
학교가 모든 학습자의 정체성, 언어 및 
문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지원해 자녀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모든 학습자가 발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에게 중요한 학습 영역에 대해 
명확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사가 적용하기 쉬워야 하고, 
학습자가 발전하고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알고 이해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education.govt.nz/national-curriculum-refresh

https://www.education.govt.nz/national-curriculum-refre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