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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EA 레벨 2 및 3 교과목 변경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21년 8월 11일까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변경안 
목록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 업계와 학생,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널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과목 보완 변경의 취지는?
저희는 학습자가 레벨 1에서 폭넓은 기초 지식을 습득한 후 학습을 심화하고 
더 전문화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21세기 
학습자를 위해 적합하고 교육과 직업 세계의 새로운 발전 추세를 반영하며 
마오리 세계관과 마오리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어떤 도움이 되나? 
레벨 2 및 3 교과목 변경안 가운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여러분의 의견은 도움이 됩니다.

언제 교과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나? 
올해 말 NCEA 레벨 2와 3의 교과목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변경된 교과목은 언제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나?
교과목 변경안이 통과되면 각 과목의 개발 일정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진행됩니다. 저희는 2024년(레벨 2)과 2025년(레벨 3)에 대부분의 변경된 
교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도입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설 
과목은 개발 기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NCEA 레벨 2 및 3 교과목에 
대한 의견 수렴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수렴용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제출 
https://ncea.education.govt.nz/
have-your-say

뉴질랜드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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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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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내용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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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영역… 주요 교과목 변경안…

영어 변경 사항 없음

아트

 » 2개 음악 과목(‘음악 창작’, ‘음악 표현’)을 개발
 » ‘회화’, ‘판화’와 ‘조각’을 단일 ‘시각예술’ 과목으로 결합해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시각예술 

매체를 탐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
 » 정적 이미지와 영상이 포함되도록 ‘사진’ 과목을 확대 
 » 3개 과목 신설: 마우라카우(마오리 전통 무기), 라랑아(직물), 화카이로(조각)

보건 및 체육
 » ‘가정 경제’ 과목을 ‘식품 및 영양’으로 재개발 
 » ‘야외 교육’을 독립 과목으로 제공
 » 화이오라(행복) 과목 신설 

언어 학습  » 2개 과목 신설: ‘비교 언어’와 ESO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학 및 통계  » 레벨 3 대신 레벨 2부터 ‘수학 및 통계’를 2개 과목(‘수학’과 ‘통계’) 으로 분할
 » 선형계획, 네트워크, 인공 언어, 논리 등을 다루는 ‘응용수학’ 과목을 레벨 3에 신설

과학  » 레벨 2와 3에서 일반 ‘과학’ 과목 신설

사회과학

 » ‘애그리비즈니스’를 ‘비즈니스’와 별도로 개발
 » 유관 인문학으로 나아가는 더 명료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연구’를 ‘인간과 사회’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을 ‘환경과 사회’로 재개발
 » 3개 과목 신설: ‘마오리학’, `태평양학’, `관광’

기술

 » 개정 기술 교과과정(2017)에서 제시된 기술 영역에 맞춰 5개 과목을 개발
 » ‘디지털 기술’을 2개 과목으로 분할: 

• ‘디지털 과제 설계 및 개발’ 
•  ‘컴퓨팅 사고력’(잠정 명칭)

 » ‘소재 및 가공 기술’을 2개 과목으로 분할: 
• ‘소재 기술’
• ‘가공 기술’(잠정 명칭)

 » ‘디자인 및 시각적 소통’ 과목은 그대로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