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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서울독일학교 (이하 DSSI)는 국제 아비투어(Abitur) 시험을 실시하는 외국 소재 독일인 

학교이다. 2011 년 처음으로 독일 국제 아비투어 시험(Deutsche Internationale Abitur-

prüfung: DIAP) 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DSSI 는 2011 년과 2017 년 우수 외국 소재 독일인 학교로 선정되었다. 

문화부 소속 위원회(Kulturministerkonferenz: KMK)에서 지정한 독일 내 모든 

김나지움(Gymnasium)을 위한 통합 규정은 각별히  „김나지움 고등학교 과정 구성에 

대한 협정“과  „아비투어 시험에서의 통합적인 시험 요구사항에 대한 협정(EPA) “1 에 

정해져 있다. 이 규정 내에는 김나지움 고등학교 과정의 수업 체계 구성과 각 수업들의 

기준 확보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1 문화부 소속 위원회의 1979.06.01 결정, 이 경우 2008.10.24 결정-EPA: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veroeffentlichun-

gen_beschluesse/1979/1979_06_01-Vereinbarung-EPA.pdf ) 

2017.10.25 확인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veroeffentlichungen_beschluesse/1979/1979_06_01-Vereinbarung-EPA.pdf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veroeffentlichungen_beschluesse/1979/1979_06_01-Vereinbarung-EP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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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SI 고등학교 과정 수업의 구성은 또한 결정적으로 독일 국제 아비투어의 „외국 소재 

독일인 학교에서의 대학 입학 자격 취득을 위한 법규2“ 와 „외국 소재 독일인 학교에서의 

대학 입학 자격 취득을 위한 법규 지침3“ 을 따르고 있다. 

DSSI 의 남학생과 여학생 4  들은 12 학년을 마친 후 아비투어 시험을 볼 수 있다. 

김나지움 고등학교, 즉 가장 위 3 학년 동안의 수업은 반 단위로 진행된다. 10 학년은 

중등 과정의 졸업반인 동시에 김나지움 고등학교 과정으로의 입문 과정이기도 하다. 

10 학년이 끝난 후에는 레알슐레(Realschule) 졸업장을 수여한 후 김나지움 고등학교의 

자격 과정(11&12 학년)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대한 조건은 그때마다의 시험 

규정5 에 기술되어 있다. 

DSSI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현재 화학, 지리, 예술 과목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역사 과목은 두 가지 언어로 진행된다. 아비투어 시험에서는 시험 과목 선택에 따라 

시험 과목 수의 50%까지 영어로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현재의 DSSI 시간표가 첨부되었다.6 

여기에 제시되는 DSSI 고등학교 과정 안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독일 국제 

아비투어(Deutsche Internationale Abitur: 약어 DIA)의 조건과 경과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작성되었다. 일부 세부사항들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완전히 수록되지 않았으며 변경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의심스러운 경우 원본 지침과 법규를 참고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각각 10 학년과 11 학년 말에 DSSI 의 고등학교 조정자가 개최하는 

설명회에서 김나지움 고등학교 과정과 아비투어 준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상담을 

                                                           
2 문화부 소속 위원회의 2015.06.11 결정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doc/Bildung/Auslandsschulwesen/Abitur/2015_06_11-PO-Deutsches-Intern-Abitur.pdf  ) 

2017.10.20 확인. 

3 재외 독일인 학교 연맹의 2015.06.11 결정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doc/Bildung/Auslandsschulwesen/Abitur/2015_06_11-Richtlinien-Deutsches-Intern-Abitur.pdf ) 

2017.10.20 확인. 

4 더 나은 가독성을 위해서 여성형과 남성형 명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5 재외 독일인 학교의 중학교 과정 졸업에 대한 규정: 2017.03.16 일자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veroeffentlichungen_beschluesse/2017/2017_03_16-PO-SekI-Deutsche-Schulen-Ausland.pdf 

)2017.10. 20 확인 

6 별지 2 참조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doc/Bildung/Auslandsschulwesen/Abitur/2015_06_11-PO-Deutsches-Intern-Abitur.pdf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doc/Bildung/Auslandsschulwesen/Abitur/2015_06_11-Richtlinien-Deutsches-Intern-Abitur.pdf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veroeffentlichungen_beschluesse/2017/2017_03_16-PO-SekI-Deutsche-Schulen-Auslan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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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이러한 중심적인 정보 제시와 별개로, 고등학부장은 언제나 DSSI 의 

아비투어에 대한 개별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2017 년 11 월 5 일, 서울에서 

고등학부장  

안드레아스 힐스보스 Andreas Hilsbos  

ahilsbos@dsseoul.org  

  

mailto:ahilsbos@dsseo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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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나지움 고등학교의 구조 

 

 

10 학년은 고등학교로의 입문 과정이다. 이는 자격 과정(11, 12 학년)을 준비하는 

단계이자 학생들이 고등학교만의 특수한 작업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동시에 

10 학년은 중학교 졸업반이기도 하다. 레알슐레(Realschule) 학생들은 2 학기에 그들의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통과한다. 김나지움 학생들은 2 학기에 독일어, 영어, 수학 

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 필기시험들은 매우 중요하다. 10 학년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중학교 조정 담당자가 제공한 중학교 졸업 시험을 위한 추천 

정보를 참고하기를 권유한다.   

2 년간의 자격 과정은 11 학년 1, 2 학기와 12 학년 1,2 학기, 총 4 학기를 포함한다. 이 

기간 동안 아비투어 시험 성적 평가에 필요한 성적 증명을 제출하게 된다.  

독일 국제 아비투어 시험은 12 학년 2 학기 중에 실시되고, 필기 부분(선택과목 3 개)과 

구술 부분(구술시험 하나와 발표/학습능력/그룹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은 

문화부 소속 위원회7가 결정하는 시험 위임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7  문화부 소속 위원회는 공동체적 정치 연합으로, 독일 16 개 연방주의 교육과 문화 정책을 

조정한다. 

10학년

11학년

12학년

10 학년 1 학기와 10 학년 2 학기 

중등 과정 마지막 년도이며 

고등학교의 첫 해; 10 학년 말 진급; 

성적 등급제 (1-6) 

 

 

 

 

11 학년 1 학기와 11 학년 2 학기; 

점수제 성적 계산 (0-15) 

12 학년 1 학기와 12 학년 2 학기 

(아비투어 시험); 점수제 성적 계산(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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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문 과정 (10 학년) 

 

3.1 시간표 (별지 2 참조)와 과목 선택 

10 학년 수업은 아래와 같은 과목들로 구성되며(2017 년 11 월 기준) 김나지움 

고등학교 주당 의무 수업 시간인 35 시간을 포함한다: 

주 4 시간 주 3 시간 주 2 시간 주 1 시간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수학 

화학 (영어 수업) 

역사 (2 개 언어) 

물리학 

생물학 

정치학 

스포츠 

종교 혹은 윤리학 

음악 

예술 (영어 수업) 

지리학 (영어 수업) 

 

DSSI 에서는 학생들을 독일어와 영어 모두로 교육시키기 위해 수업의 꽤 많은 부분을 

영어로 진행한다. 역사 과목은 10 학년에서 독일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지리학(8-10 학년), 예술(1-10 학년)과 화학(8-12 학년) 과목은 영어로 수업을 

한다.  

학생들은 10 학년부터 아비투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제 2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현재 라틴어는 DSSI 에서 추가적인 자발적 동아리 활동의 형태로만 접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라틴어 점수를 받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한 시험 절차를 

실시한다.   

 

3.2 성적 확인 및 평가 

성적은 스포츠와 예술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필기 시험과 다른 구술, 문서적 

수행평가(숙제, 시험, 발표, 참여 등)들을 통해 정해진다. 

모든 과목에서 주당 수업 시간에 비교하여 학년 당 필기 시험 수가 정해진다. 즉, 주당 

1 시간 과목은 학년 중 1 회 시험, 주당 2 시간 과목은 2 번의 시험을 보게 된다. 화학 



 

7 
 

과목은 주당 2 시간 과목과 마찬가지로 학년 당 2 번의 시험을 보는데, 그 이유는 화학 

과목을 외국어로 수업함으로 인해 주당 수업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험에 

걸리는 시간은 1-3 시간이다. 

시험 평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주요 과목(독일어, 수학, 프랑스어, 

영어)에서는 시험 비중이 성적의 50%를 차지한다. 부수 과목들에서는 시험이 

성적에서 1/3 의 비중을 가진다. 나머지는 학생의 다른 수행평가들을 통해 결정된다. 

2 학기 초에 독일어, 영어, 수학 과목의 주요 필기 시험이 치러진다. 이 시험들은 

성적에서 특별히 중요한 비중을 지닌다(중학교 졸업 시험 추천 정보 참조).  

성적은 평점 ‚아주 좋음‘에서부터 ‚충분하지 않음‘까지 나누어진다.  

3.3 시험 시간 

 

10 학년: 

과목 자체 규정을 따르나, 최소한 수업 시간 1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4 진급 결정 

 

자격 과정으로의 진급(즉 10 학년에서 11 학년으로 진급)을 위해 현재 유효한 

중학교의 진급 규칙을 따른다.  

 

3.5 레알슐레 학생의 김나지움 전학 

 

DSSI 의 레알슐레 졸업생들은 특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김나지움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험생은 중학교 졸업 시험에 통과한 경우 김나지움 고등학교 입문 과정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 레알슐레 10 학년 말에 모든 과목 평균 성적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고, 특히 독일어, 수학 그리고 5 학년부터 수업하는 외국어/국어 과목에서 

최소 평균 성적 3,0 이어야 하며 위에 언급된 과목 중 낙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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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지움 전학 자격을 가진 레알슐레 학생들은 김나지움 10 학년으로 전학하여 

고등학교 입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학생들은 김나지움에서 10 학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3.6 외국어 능력 – 라틴어 능력 시험 

 

김나지움 진학 자격이 있는 학생들 중 6 혹은 7 학년부터 10 학년까지 프랑스어 수업을 

받지 않은 경우, 10 학년 1 학기부터 12 학년 2 학기까지 3 년간 프랑스어 수업을 받아야 

한다(3 년 간 주당 4 번의 수업시간).  

문화부 소속 위원회가 지정한 제 2 외국어 자격 증명 의무와 라틴어 능력 시험 취득을 

위한 조건은 시험을 통해 결정된다:  

"김나지움 고등학교 과정 구성을 위한 협정"8에서는7장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 2 외국어 자격 증명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 5년간 외국어를 배운 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4년으로 줄일 수 있다. 위 협정에는 동아리 활동은 

‚수업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다.  

 "외국 소재 독일인 학교에서의 라틴어 능력 시험 승인 방침"9 3장 2절에 의하면 라틴어 

능력 시험 취득은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험은 김나지움 졸업 시험 기간 동안에 

문화부 소속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의 감독 아래서 치뤄진다. 이는 3년간의 라틴어 

수업을 증명하는 졸업 필기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틴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3년간 수업을 받은 것과 같은 자격으로 인정되며,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문적 상태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5년간(예외적인 경우 최소 4년) 규칙적인 

수업을 받은 제 2 외국어 자격 증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  

 기본적 원칙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 없이 동아리는 제 2 외국어 수업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는 모든 외국어에 적용되며 라틴어 능력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경우, 라틴어 과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8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veroeffentlichungen_beschluesse/1972/1972_07_07-Vereinbarung-Gestaltung-

Sek2.pdf aufgerufen am 25.10.2017 
9
 http://www.kmk.org/fileadmin/Dateien/veroeffentlichungen_beschluesse/1985/1985_07_12-Latinum-Auslandsschulen.pdf auf-

gerufen am 25.10.2017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veroeffentlichungen_beschluesse/1972/1972_07_07-Vereinbarung-Gestaltung-Sek2.pdf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veroeffentlichungen_beschluesse/1972/1972_07_07-Vereinbarung-Gestaltung-Sek2.pdf
http://www.kmk.org/fileadmin/Dateien/veroeffentlichungen_beschluesse/1985/1985_07_12-Latinum-Auslandsschul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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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 과정 (11&12 학년 과정) 

 

4 학기 동안 진행되는 자격 과정에서 학생들은 아비투어 성적 계산법에 따르는 

등급/점수를 취득하고, 자격 증명 A, B, C 를 위한 기초 교육을 받는다.  

 

4.1 과목 분야 

 

자격 증명 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스포츠 과목 (시험 제외 과목10) 은 위 분야별로 분류되지 않았다. 

 

4.2 과목 선택 

DSSI 학생들은 10 학년 말, 물리학이나 프랑스어 중 12 학년 2 학기까지 계속되는 

자격 과정에서 어느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한. 프랑스어 과목 선택을 위해서는 제 

2 외국어에 대한 의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8 페이지 참조). 

                                                           

10 시험 과목은 학교가 문화부 소속 위원회에 신청하여 결정한다.  

언어-문학-예술적과목분야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음악 (시험제외과목)),

사회과학적과목분야

(역사(독일어, 영어수업), 정치학, 윤리학 (시험제외과목)),

수학-자연과학적과목분야

(수학, 생물학, 화학(영어수업),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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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계획상 가능한 경우, 11 학년과 12 학년에서 두 과목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생에게 더 많은 부담을 의미하여, 매우 우수한 학생에게만 추천하고 

있다. 

 

4.3 성적 확인 및 평가 

 

11 학년과 12 학년에서는 기본적으로 0-15 점으로 나누어진 등급제로 성적을 

표시한다.  

점수 퍼센트 

15 95-100 
14 90-94 
13 85-89 
12 80-84 
11 75-79 
10 70-74 
9 65-69 
8 60-64 
7 55-59 
6 50-54 
5 45-49 
4 40-44 
3 34-39 
2 27-33 
1 20-26 
0 0- 

 

시험에서 4 점 혹은 그 이하의 점수는 탈락을 의미한다. 최종 성적표에서 4 점을 받게 

되면 낙제로 간주된다. 아비투어 자격 증명에서 낙제 과목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스포츠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학기 당 시험이 치러진다. 이에 대한 조건은 아래 „시험 

시간“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학기 성적 증명서의 등급 산출에는 필기시험 결과와 수업 중 이루어진 성과들이 대략 

같은 비율로 합산 반영된다. 

시험일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결석(예를 들어 병결) 이 있는 경우, 수업 시작 전에 

학교에 고지하고 추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다. 이러한 경우 학생은 나중에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만일 학교에 제시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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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비투어 규칙에 따라 시험이 0 점 처리된다. 결석 또한 학생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과목의 시험 일정은 학기 초에 정해지고, 더 나은 계획과 준비를 위해 학생들에게 

게시문을 통해 공지된다. 이 시험 일정에서의 예외 혹은 이탈은 고등학부장과 사전 

협의 후에만 가능하다.  

학기마다 두 번 원 시험 일정에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추후 시험이 주어지고, 

이 일정은 사전에 공지된다. 학생들에게는 시험 일정과 추후 시험 일정을 항상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4.4 학기 성적 증명서 

 

자격 과정에서는 학기말에 학기 성적 증명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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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격 과정에서의 시험 시간 

 

학기 시험 번호 시험 시간 과목 

11 학년 1학기 1 90 분 

아래 과목을 제외한 전과목 

135 분 

수학,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1 

 2 

11 학년 2학기 

 

32 

각주 참고 
90 분 

아래 과목을 제외한 전과목 

135 분 

수학,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1 

 4  
 

독일어 135 분 

영어 135 분 

수학 135 분 

역사 135 분 

생물학, 화학, 물리학 90 분 

음악, 정치학, 종교학 90 분 

프랑스어 135 분. 

12 학년 1학기 5 90 분 

아래 과목을 제외한 전과목 

135 분 

수학,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1 

 6 (필기 시험 과목이 아닌 

경우) 

90 분 

아래 과목을 제외한 전과목 

135 분 

수학, 영어, 프랑스어 1 

 6 (필기 시험 과목인 

경우) 

모든 경우 독일어가 

의무적;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는 

경우 독해 시간 15 분은 

모의고사의 경우 보증 

독일어: 240 분 (경우에 따라 독해 시간 15 분) 

영어: 240 분  (경우에 따라 독해 시간 15분) 

수학: 240 분 

역사 180 분 (경우에 따라 독해 시간 15 분) 

정치학 180 분 (경우에 따라 독해 시간 15분) 

생물학/화학/물리학: 180 분 

(2011 년 9 월 21 일 재외국 독일인 학교 연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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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년 2학기 7 (독일 국제 아비투어) 

[독일 국제 아비투어 

법규 제 21 조 (4) 항 

참조] 

독일어: 240 분 (독해 시간 15 분) 

영어: 240 분 (독해 시간 15 분) 

수학: 240 분 

역사: 180 분 (독해 시간 15 분) 

정치학: 180 분 (독해 시간 15 분) 

생물학/화학/물리학: 180 분  

(2011 년 9 월 21 일 재외국 독일인 학교 연맹 결정) 

 8 90 분 

아래 과목을 제외한 전과목 

135 분 

수학,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1 

1: 이 조항은 지속적으로 수업을 받은 프랑스어 과목에만 해당된다. 과목 담당 교사는 10 학년 이후부터 

프랑스어를 시작하는 학생의 경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2:  학생은 한 과목에서 발표 시험(P5)을 시행하여야 한다. 발표 주제는 수업 계획 내용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과목의 경우 발표 점수가 필기 시험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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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과정의 처음 두 학기 동안 과목 당 필기 시험 하나가 다른 개인별로 채점 가능한 수행 

평가(예: 보고, 발표)로 대체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허가는 학교장이 담당한다. (독일 

국제 아비투어 방침 참조). 

 

4.6 필기시험과 다른 시험에서의 보조 수단 

 

과목 보조 수단 

독일어 독일어 맞춤법 사전 

영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언어 사전 

프랑스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언어 사전 

수학 독일어 맞춤법 사전, 

수학 조견표 혹은 공식 모음집, 

학교에서 허가된 전자 계산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목 교사 단체에서 지정) 

역사 독일어 맞춤법 사전 

생물학 독일어 맞춤법 사전, 

수학 조견표 혹은 공식 모음집, 

전자 계산기 

화학 독일어 맞춤법 사전, 

수학 조견표 혹은 공식 모음집, 

전자 계산기 

물리학 독일어 맞춤법 사전, 

수학 조견표 혹은 공식 모음집, 

전자 계산기 

 

부연 설명 

독일 국제 아비투어:  

외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목들에서는 보조 수단으로 사전이 허용된다. 

공식 모음집: 

공식 모음집의 형식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 파에텍(Paetec)출판사의 참고서나 비교 

가능한 공식 모음집을 추천한다 (경우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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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필기시험에 대한 공식 지시 

 

필기시험에서는 과목 특성에 따른 시험 유형들이 사용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 과목 

교사 단체에서 준비한다.    

 

5. 통합 자격 

 

일반적인 대학 입학 자격은 자격 과정 중 통합 자격 조건에 부합하였을 때 주어진다.  이 통합 

자격은 아래 두 영역의 성적을 합산하여 이루어진다: 

 

 

영역 Q 와 영역 A 모두에서 합당한 성적에 도달하였을 경우 아비투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5.1 아비투어(Abitur) 시험 신청 

 

학생들은 12 학년 1학기 중 학교에서 정한 날짜에 수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아비투어 

시험을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학력에 대한 사항이 들어간 이력서가 첨부된다. 학생들은 신청 

시 3 개의 필기 시험과 2 개의 구술 시험 과목을 결정한다(독일 국제 아비투어 조항 13 조 

참조).  

아비투어 시험 신청 전 고등학교 조정 담당자가 학생들에게 독일 국제 아비투어 시험의 

내용과 경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담당 과목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시험 과목 선택에 

대해 조언한다. 

  

자격과정 4학기동안의성적 (11학년 1학기~12학년

2학기)

아비투어(Abitur)성적 (5과목의아비투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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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험 과목 

시험 과목들은 3 가지 과목 분야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최소 하나의 필기 시험과 하나의 

구술 시험은 독일어로 치러져야 한다.  

최대 50%의 시험 과목들을 외국어로 응시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다.  

시험 과목 과목 비고 

1. 필기 시험 과목  독일어 필기 시험 과목들은 

최소 2 가지 과목 분야 

이상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동시 선택은 

허용되지 않음!) 

2. 필기 시험 과목 수학 또는 영어 

3. 필기 시험 과목 역사(2 개 언어), 정치학, 

자연과학, 수학 또는 외국어  

4. 구술 시험 과목  네 번째 시험 과목은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중 선택 

구술 시험 중 하나는 

완전히 독일어로 

치러져야 한다. 5. 구술 시험 과목  다섯 번째 시험 과목은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중 선택 

 

필기 시험 과목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 과목은 입문 과정과 자격 과정에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만 필기 시험 

과목이 될 수 있다.  

 한 과목은 최소한 최근 4 년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받은 경우에만 필기 시험 

과목이 될 수 있다. 이 과목은 입문 과정에서 최소 2 시간, 자격 과정에서 최소 3 시간, 

독일어, 수학, 심화 외국어/국어 과목인 경우에는 최소 4 시간의 수업 시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험생은 다섯 번째 시험 과목 (P 5)을 자신이 선택한 시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과목에서 선택해야 한다. P5 시험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구술 시험의 특별한 조직 

형태이다. P5 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참고 자료에 기술되어 있다. 

음악, 종교, 윤리학 그리고 스포츠는 서울독일학교(DSSI)에서 시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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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과목들을 선택하고 싶어한다: 

아비투어 필기 과목 아비투어 구술 과목 

과목 1 과목 2 과목 3 과목 4 과목 5 

독일어 영어 생물학 역사 화학 

이 조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필기와 구술 분야에서 최소 한 과목은 

완전히 독일어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6 Abs. (3) DIAP Ordnung). 화학 

과목은 DSSI 에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목이며, 역사 과목은 두 가지 

언어로 평가된다. 

 

시험 과목들은 3 가지 과목 분야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5.3 독일 국제 아비투어(Abitur)수험 허가 

 

12 학년 1 학기 말에 학생들의 영역 Q 에 대한 자격 검증이 이루어진다. 영역 Q 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독일 국제 아비투어 법규 제 37 조) 들은 다음과 같다:  

 36 학기 동안 평점의 합계가 최소 180 점 이상일 것 

 위 36 학기 중 29 학기 동안의 평균 평점이 최소 5 점 이상일 것 

 0 점 처리된 과목이 없어야 하며 5 점 미만을 받은 과목이 7 개를 넘지 않을 것  

 

위의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2 학기 유급을 받는다. 김나지움 

고등학교에서의 3 년 반 동안 아비투어 수험 허가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김나지움 

고등학교를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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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격 증명 

 

아비투어 평균 성적 N 은 다음으로부터 산출된다: 

a) 자격 과정 성적에서의 득점 E1 (5.4.1 참조)  

과  

b) 5 개 아비투어 시험 성적에서의 득점 E2 (5.4.2 참조).  

위의 두 가지 영역에서 산출된 합산 득점 E(E=E1+E2)는 아비투어 평균 성적 N 으로 

계산된다. 이는 독일 대학 진학에서 학생 선발의 척도로 자주 사용된다(정원 제한 

학과, 예를 들어 의과대학에서는 1,0-1,3 의 성적 요구). 

아비투어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 득점에 도달해야 한다: 

1. 합산 득점 E 가 최소 300 점. 

2. Die자격 과정 성적 E1 에서의 득점이 최소 200 점. 

3.  5 개 과목의 아비투어 시험 득점 E2 에서 최소 100 점 득점. 

합산 득점 E 로부터 산출된 아비투어 평균 성적 N 의 확정은 별지 1 을 참조한다.  

 

5.4.1 Q 영역 (11 학년 1 학기부터 12 학년 2학기까지) 

 

Q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에서의 학기 성적이 제출되어야 한다:  

과목 학기 수 

독일어 4 

수학 4 

외국어와 자연 과학: 

두 과목 분야를 합산 (모든 과목 분야에서 최소 4 학기, 

한 과목에서 한 학기만 수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독일 국제 아비투어 법규 7 조 참조) 

최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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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합 36 학기 (총 44 학기 중)의 성적이 수용되어야 한다. 이 36 학기 성적들은 합산되어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E1 으로 환산된다: 

 

E 1 = 
𝑷(제출된 모든 학기 득점 합산)

𝟑𝟔(제출된 학기 수)
 X 40 

 
 

이 결과는 항상 정수로 표시된다; 0.5 이상에서 반올림한다. 

여기에서의 득점은 최소 200 점이 되어야 한다(최대 600 점까지 가능). 

5.4.2 A영역 (아비투어 시험) 

아비투어 시험 성적을 통해 득점 E2 가 산출된다. 

5 개 시험 과목 결과 중 4 개의 결과로 평가한다.  

그리하여 이 영역의 최대 득점은: 5 x 15 x 4 = 300 점이다. 

아비투어 시험 합격에는 다음의 조건들이 무조건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1. 최소 득점이 100 점 (혹은 모든 시험 과목 점수 단순 합산이 25)이 되어야 한다. 

즉, 각각의 과목에서 5 점을 받아야 한다(5 x 4 x 5).  

2. 아비투어 시험 중 최소 3 시험 과목 (수학, 외국어, 독일어 중 1 과목 반드시 

포함) 에서 5 점을 받아야 한다. 

필기 시험 과목에서 구술 시험도 치러진 경우, 필기와 구술의 비율이 2: 1로 

반영된다.  

 

 

 

사회과학적 과목 분야 

(역사 과목 최소 2 번 포함) 

최소 4 

예술 분야 과목 최소 3 

스포츠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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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일 국제 아비투어 시험 

 

아비투어 시험은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두 시험은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  

 

6.1 필기 시험 

 

필기 시험은 12 학년 2 학기에 치러진다. 모든 수험생은 최대 2 주의 기간 동안 3 개의 

필기 시험을 치른다.  

필기 시험 시간은 항목 4.7 에 명시되어 있다. 

 

아래 제시되는 시험 과목들은 학생의 시험 과제 선택으로 인해 15 분의 독해 시간이 

주어진다: 독일어, 영어, 역사, 정치학. 

독해 시간이 끝나면 학생은 과제 하나를 반환하고 다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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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구술 시험 

 

12 학년 2 학기가 끝난 후 5 월 말 경에 독일 국제 아비투어 시험의 구술 시험이 시행된다. 

모든 수험생은 2 개의 구술 시험을 치러야 한다. 4 번 시험 과목은 구술 시험이고, 5 번 

시험 과목은 발표 시험, 그룹 시험 형식이다. 시험 시간은 20 분(10 분 발표, 10 분 시험 

토의)이며 원칙적으로 20 분의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  

하나의 혹은 더 많은 필기 시험 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험 관리자에 의해 구술 

시험이 진행될 수 있다.  

•A 영역의 자격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으나, 시험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경우(통과 

시험) 

 

•모든 학생들은 최대 2 개의 필기 시험 과목에서 추가적으로 구술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자율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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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비투어 성적표 – 최종 성적 

일반적인 대학 입학 자격은 수험생이 위에 언급된 통합 자격 증명의 모든 최소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독일 국제 아비투어 시험 합격 성적 제출을 통해 주어진다. 이 통합 자격 

증명으로부터 아비투어 평균 성적이 산출된다(별지 1 참조).  

 

8. 고등학교 과정 일부분의 반복과 최대 재학 연한 

 

10 학년 말에 11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경우, 10 학년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자격 과정 내에서의 자발적 유급은 1 번만 가능하며, 1 년 전체를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 유급은 11 학년 2 학기 말이나 12 학년 1 학기 말(또는 필기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시험의 한 부분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 년 전체 유급을 받는다.  

고등학교 과정의 일부 반복에서는 반복되는 부분의 성적 평가만 계산된다.  

김나지움 고등학교 과정에서 3 년 반 동안 필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김나지움을 떠나야 한다. 이러한 경우 최대 4 년 내에 제출해야 하는 시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2017 년 11 월, 서울에서 

 

 

 

 



 

23 
 

별지 1: 최종 성적 계산 

아비투어 평균 성적(N)은, 득점(E)가 300 점 이상일 경우 공식 N=5
2

3
 - 

𝐸

180
 로 계산한다. 총 

성적은 콤마로 등급을 나누며, 반올림되지 않는다. 총점이 822 점보다 높은 경우, 평균 성적은 

1.0 으로 분류된다. 

 

총점 E 평균 성적 N 

900-823 1,0 

822-805 1,1 

804-787 1,2 

786-769 1,3 

768-751 1,4 

750-733 1,5 

732-715 1,6 

714-697 1,7 

696-679 1,8 

678-661 1,9 

660-643 2,0 

642-625 2,1 

624-607 2,2 

606-589 2,3 

588-571 2,4 

570-553 2,5 

552-535 2,6 

534-517 2,7 

516-499 2,8 

498-481 2,9 

480-463 3,0 

462-445 3,1 

444-427 3,2 

426-409 3,3 

408-391 3,4 

390-373 3,5 

372-355 3,6 

354-337 3,7 

336-319 3,8 

318-301 3,9 

3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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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DSSI 시간표 (2016.06.15 부터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