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및 친구 여러분께,
뉴욕시 영재(Gifted & Talented: G&T) 프로그램은 자격을 가진 초등학생들에게 영재 교육을
제공합니다. 2922 년 가을 유치원, 1 학년, 2 학년 또는 3 학년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올 봄 말부터 영재 프로그램 입학전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1 학년, 2 학년, 3 학년
대상 영재 프로그램 지원기간은 5 월 31 일부터 6 월 13 일입니다.
올해 영재 프로그램 입학전형 방법:
2017 년 출생 아동 대상
이 입학전형 절차는 아동의 pre-K 위치 및 재학 여부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현재 교육청 학교, Pre-K 센터, 뉴욕시 조기교육 센터(NYCEEC) 또는 차터 스쿨에
다니는 어린이 대상
o 모든 pre-K 학생은 현재 교사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o 자격을 갖췄다면, 영재 입학전형에 추천될 것입니다.
o 추천 받은 어린이의 가정에서는 지원하실 수 있도록 초대하기 위해 영재 자격
통지문을 지원 기간 시작 전에 받게 되실 것입니다 - 관심이 있으시다면 5 월
31 일에서 6 월 13 일 사이 지원 기간 동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o 지원한 모든 자격을 갖춘 어린이는 배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현재 사립 또는 교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대상
o 관심이 있는 가정에서는 5 월 31 일에서 6 월 13 일 사이 지원 기간 동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o 지원 기간이 마감되면 조기 아동 교육 전문가가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드릴 것입니다.
o 자격을 갖췄다면, 영재 입학전형에 추천될 것입니다.
o 모든 자격을 갖춘 어린이는 배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유의사항: 유치원에 지원하는 뉴욕시 가정은 이번주 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유치원 배정을
받은 분은(지금 또는 대기명단 배정), 대기명단 또는 영재 프로그램 배정을 원하더라도 안내된
마감일 전 배정을 수락하시기를 장려합니다. 배정 수락은 해당 프로그램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며 향후 대기명단이나 영재 프로그램 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2, 3 학년 진학 학생 대상:
자녀가 1, 2, 또는 3 학년에 진학하는 관심이 있는 가정도 5 월 31 일에서 6 월 13 일 사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모든 영재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 필요한 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 및 임시 거주지 생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환영하고
지원합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설명회, 지원 방법, 배정 방법 등을 포함한 영재 입학전형에 대한 최신
정보는 schools.nyc.gov/GT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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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을 기원합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 초등학교 입학전형 팀
뉴욕시 교육청
친구로부터 이 이메일을 전달 받으셨습니까? 유치원 입학전형 이메일 수신을 신청하십시오:
schools.nyc.gov/SignUp.
구독 이메일을 더이상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구독을 취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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