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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준의 읽기, 쓰기,
수리 영역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나요?

The New Zealand Curriculum

국가 표준 이란
(National Standards) ?
2010년부터 뉴질랜드 학교에 다니는 모든
Years 1-8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수리 영역에 대한 National Standards
제도를 실시합니다.
국가 표준 제도는 Ministry of Education
과 학과목 전문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표준에는 Years 1-8
원어민 학생의 경우 읽기, 쓰기, 수리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외국어인 학생의 경우
영어가 외국어인 학생의 경우에는 원어민과는
다르게 2-3년 동안 The English Language Learning
Progressions라는 표준을 적용한 학업 성취도를
부모에게 통보합니다.
The Progressions에는 영어가 외국어인 자녀에게
요구되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의 기대
수준이 기록됩니다. 이 표준은 각 영역의 학생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읽기, 쓰기 능력이 같은 또래의 원어민
아이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National Standards를
적용한 읽기, 쓰기 성취도를 부모에게 통보합니다.

자녀의 수리 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Mathematics
Standards를 적용한 학생의 성취도를 부모에게
통보합니다.

이런 제도는 왜 도입하나?
자녀의 읽기, 쓰기, 수리 능력이 어떤지, 다음
단계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 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교사, 자녀 및 학부모에게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 표준입니다.
자녀의 읽기, 쓰기, 수리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되면 현재 학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1-8학년 학생일
때 자녀의 실력이 국가 표준 이상이 되면 NCEA
level 2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읽기, 쓰기, 수리 능력 표준은 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도움이 됩니다:
• 모든 교과 과정에 걸친 읽기, 쓰기, 수리
영역에 자녀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 줍니다
•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 하고 있나
파악하게 해 줍니다
• 자녀의 다음 학습 단계와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교사와 학부모 및 자녀가 함께 결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1년에 최소한 두 번 이들 표준을 적용한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부모에게 분명하게
통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전국 국가 시험이 있나?
없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사가 어떻게 파악하나?
자녀가 읽기, 쓰기, 수리 영역에 얼마나 잘
하고 있나 파악하기 위해 교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 다양한 시험 및 평가를 이용합니다
• 수업 시간에 자녀를 잘 관찰합니다
• 자녀와 함께 학습에 관해 대화를 나눕니다
• 자녀가 자신의 학습 내용을 평가하거나,
학생들끼리 서로 다른 학생의 학습 내용을
평가하게 합니다.
기대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보다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음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교사, 학부모 및 자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의 담당 교사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귀하는 자녀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사와
얼마나
나아가
교사와
교육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공부를 잘 하나 분명히 파악하고,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자녀의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교사에게 할 수 있는 질문
자녀가 공부를 얼마나 잘 하고
있나?
자녀가 어떤 분야를 잘 하고 있나?
어떤 분야에 도움이 필요한가?
다음에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나?
자녀의 학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학교에서 자녀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부모가 집에서 자녀의 학습을 돕기
위해 해야할 일은?
자녀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
파악하는 최선의 방법은?

National Standards나
학업성취도 통보와 관련해 더
알고 싶으세요?
자녀의 교사와 면담을 해 보세요
Ministry of Education 학부모 웹사이트에
들어가 National Standards를 클릭해 보세요 –
www.minedu.govt.nz/Parents
이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 영어가 외국어인 학생의 영어 학습
-- 특수 학습 장애 아동의 교육
다음 웹사이트에서 국가 표준에 관해 살펴
보세요 –
www.nzcurriculum.tki.org.nz/National-Standards

The leaflet is also available in: Afrikaans (700091), Arabic (700090), Chinese (700088),
Cook Islands Mäori (700089), Dari (700086), English (700012), French (700087),
Hindi (700084), Niue (700094), Samoan (700082), Somali (700083),
Tagalog (700081), Thai (700095), Tokelau (700092), Tongan (7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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