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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유학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

뉴질랜드 유학 안내

뉴질랜드 현지 학생 및 다른유학생들과
함께 영어로 수업을 받으면서 각종 학습
활동을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교육은 미래의 직장이나 사회
생활에 필요한 학문과기술을 익히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임을
신뢰해도됩니다.뉴질랜드 중,고등학교는
보통 5년제이며, 학생들은 13–18세*
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대부분 중,고등학교는국립이며,
국가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유학생들은일반적으로 비슷한
나이의 현지 학생들과 함께 NCEA
과정을이수합니다. 유학생의 입학은
학생의 이전 성적과 영어 능력을고려한
후 결정합니다.

참조:

뉴질랜드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국내외에서 인정되는국가 교육 과정
및 학력 자격증을 제공합니다. 모든
국가 교육학력 자격증은 정부 기관과
관련 교육 기관의 감독 및 확인을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은 우수하기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있습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그들의 유학생
평가프로그램(PISA)을 이용해 70여
이상 국가의 청소년 교육실태를 비교
평가합니다. 뉴질랜드는 모든 3개 분야
평가에서지속적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나라로 나타나며, 최고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세계 최상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www.nzqa.govt.nz/studying-in-new-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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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중, 고등학교 유학지로
선택하기에매우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학습성취도 국가자격증 (NCEA)
학습성취도 국가자격증(NCEA)
은 뉴질랜드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득하는주요 학력 자격증입니다.
NCEA 학력 자격증은 뉴질랜드 또는
다른나라에서 진학하고자 할 때 제출할
수 있는 확실한 학력 자격증이 됩니다.
NCEA 학력 자격증에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11학년(15세) 때에 NCEA
레벨 1을, 12학년(16세) 때에레벨 2를,
그리고 13학년(17-18세) 때에 레벨 3을
취득합니다.*(나이는 다를 수 있음)

NCEA는 융통성이 많은 학력
자격증으로서 학생들은 본인의
능력과관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할 경우,
상위 수준의 과목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선택해 공부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레벨 2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수학을
특히 잘 하면 레벨 3수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은 과
목을제공하는 NCEA
여러분은 매년 학교마다 다양하게
제공하는 40여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학년의경우, 보통 영어, 수학,
과학 및 두세 개의 다른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13학년의경우에는
과목을 선택할 때 진학 후 전공할분야나
취업 분야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분야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장차 종사할 직업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를경우에는 본인이
다니는 학교 또는 진학하고자하는
종합대학, 전문대학, 공과대학, 또는
사립교육기관(고등 교육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좋을 것입니다.
NCEA는 학생들의 필요를 감안하여
학습과정을 각 학교에서 개발한 후 해당
과정의평가 항목(학생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에따라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도록 허용합니다.대부분의 학생
평가는 내신 평가(개별 학교에서실시하는
시험에 근거한 평가) 및 외부 평가(NZQA
에서 실시 및 평가하는 연말 시험)
로 구성됩니다. NZQA는 뉴질랜드의
모든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공정하도록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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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력 자격
대학 입학 자격(University Entrance)
은 뉴질랜드 내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학력입니다.대학 입학 자격(UE)을
획득하려면 대학입학에 필요한 인정되는
과목 명단에있는 과목/코스에 학점을
받아야 하며,또한 필요한 언어 및 수리
능력을갖추어야 합니다.

NCEA 는 학업 우수성
을 인정합니다.

대학 입학 자격에 필요한 인정되는
과목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ZQA웹사이트 www.nzqa.govt.nz/UE
를참조하십시오.

각 레벨의 NCEA 성적이 우수할
때학생들의 성적은 우수(Merit), 또는
탁월(Excellence)로 표시됩니다. 개별
과목에대한 평가에서도 우수(Merit) 또는
탁월(Excellence) 등급으로 표시됩니다.

성적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에게는연말에
실시되는 New Zealand Scholarship
시험을 보는 것을권장합니다. NCEA
레벨 3 시험이지만풀어야 할 문제의
수준이 훨씬높습니다.

Merit 및 Excellence 등급은 대학
과정입학에 도움이 되며, 사회 진출
시취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New Zealand Scholarship
시험에합격하려면 난해한 문제를
풀고 높은수준의 비판적 사고 방식을
입증해야하며, 이 시험은 뉴질랜드
국내외적으로높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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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험담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고,
선생님들이잘 돌봐 주시고 친절히 대해 주셔서
좋아요”

김수현 학생은 NCEA 레벨 2 과목인영어,
수학, 고전 학습, 지리, 정보통신기술,
유아교육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12학년 학생입니다. 김수현학생은 대학에
진학해서 법률을 전공할 계획입니다.

차형환 학생은 NCEA 레벨 3 과목인 회계,
수학(미적분), 수학(통계), 경제, 비즈니스
학습을 선택해서공부하고 있는 13년
학생입니다. 차형환 학생은 한국으로
돌아가대학에서 계속 공부할 계획입니다.

“NCEA는 내신 평가 및 외신 평가를 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년동안 학교에서 공부한 내신 성적을
반영해 주어서 좋고요”.“방과 후에 할 수 있는 학교
활동이 많아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좋아요.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잘 도와 주셔요.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학습 자료도
제공해 주셔요.”

“NCEA는 심도 있게 탐구하도록 해서 좋아요.
여러 면에서 학생의 능력을평가하도록 탁월하게
설계된 것 같아요.”“학교에서 저를 격려해 주었고,
오늘의 제가 되도록 잘 지도해 주었어요.”
최혜진 학생은 NCEA 레벨 3과목인 물리,
미적분, 영어, 그래픽, 미술(회화), 미술(
디자인)을 선택해서 공부하고있는 13학년
학생입니다. 최혜진 학생은 해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계속 공부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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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NCEA 성적
사용
NCEA 학력 취득을 위해 선택하는
과목들이뉴질랜드 국내외의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입학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과목
선택을 위해 교사들의 지도를 받는
것도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참조:www.nzqa.govt.nz/ncea
NCEA는 뉴질랜드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득하는국가 학력 자격증으로 해외에서도
높게평가됩니다. NCEA는 뉴질랜드
국내외 기업체취업 시나 대학 입학 시에
공식 뉴질랜드고등학교 학력으로 높이
평가되는 학력자격증입니다. 독립적인
연구에 의하면 NCEA성적이 좋으면 대학
1학년 때에 학습을 잘 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미국 하버드
대학과같은 명문 대학에서도 뉴질랜드의
UniversityEntrance 학력과 NCEA 레벨
3 Excellence학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용합니다.
뉴질랜드는 또한 태국 및 독일과 동등
학력인정 협약을 맺고 있어, 이들
나라 대학에서는NCEA 자격증을 지닌
학생들을 받아 줍니다.NCEA 레벨 3
학력을 가진 학생들은 전 세계의많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연주 학생은 NCEA 레벨2 과목인 영어,
수학, 고전 학습, 미술(디자인),사진 및
그래픽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12
학년 학생입니다. 이연주 학생은 대학에
진학해서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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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EA 성적 통지
NZQA는 NCEA를 총괄하는 기관으로모든
학습 결과의 데이터베이스를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NZQA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성적을 열람할수 있으며,
인쇄 사본을 요청할 수도있습니다.

영어 학습 지원
비영어권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영어 학습을 지원해 줍니다.
ESOL(비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은 해당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향상시켜 주고 뉴질랜드 학교
생활에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영어학습 지원 제도입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준비 작업을 좋아해요.
이 작업이끝나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작품들이 있어 좋을 것같아요.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이 제 마음에 들어요.
모두가 매우 친절하고, 선생님들은 제
이름을기억하고 도와 주셔요”

NCEA 학력 소지자 진학 경로

뉴질랜드
NCEA

취업

수료증

박사

학사

디플로마

석사

대학원 학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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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CEA 및 기타 학력에 관한 상세 정보
www.nzqa.govt.nz/ncea
Study in New Zealand

뉴질랜드 생활 및 유학과 관련된 링크 및 정보
www.studyinnewzealand.govt.nz
Ministry of Education

뉴질랜드 교육에 관한 상세 정보
www.education.govt.nz
Education New Zealand

뉴질랜드 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전세계에 뉴질랜드 교육 홍보 및 대표부
www.enz.govt.nz

Korean
2016 년 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