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2 영재 (Talented &Gifted)  서비스를 위한 검사와 추천 절차에 관한 안내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과정은 조지아 교육청의 영재 교육 서비스를 위한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풀톤 카운티 교육청은 일 

년에 두 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 교육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풀톤 카운티에서는 영재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당 

학생들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선별합니다. 영재 교사는 가능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학생들에게 추가 평가를 의뢰합니다. 자동 심사 또는 

교실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과거 시험 자료 및 어드밴스드 수준의 성적 데이터가 있는 학생은 영재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테스트를 

받습니다. 

#1 : 자동선별 : 영재 서비스를 위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지아 교육청 지침서 (GaDOE Resource Manual 

for Gifted Education Services)에서 정의한 대로 표준 평가에서 특정 수준의 점수를 받은 학생을 선별합니다. 매년 각 학년동안 TAG 

교사는 아래에 명시된 기존 시험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Grades K-8:  

o 학생은 반드시 2021 가을에 본 iReady 테스트의 리딩 (Reading) 또는 수학 (Math)에서 90 퍼센타일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뒷받침할 만한 추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Grades 3-8:    

o 학생들은 2021 년 봄에 본 Georgia Milestones 테스트의 리딩 (Reading) 또는 수학 (Math)에서 Distinguished Level 

(Level 4)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Grade 9:  

o 학생들은 2021 가을에 본 NWEA MAP 시스템 시험에서 리딩 (Reading)또는 수학 (Math)에서 90 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뒷받침할만한 추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Grade 10:  

o 학생들은 2021 가을에 본 NWEA MAP 시스템 시험에서 리딩 (Reading)또는 수학 (Math)에서 90 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뒷받침할만한 추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는  

o 학생들은 전체 평균이 95 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Grades 11-12:  

o 학생들은 2021 가을에 본 NWEA MAP 시스템 시험에서 리딩 (Reading)또는 수학 (Math)에서 90 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뒷받침할만한 추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는  

o 학생들은 전체 평균이 95 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는  

o 학생들은 PSAT 시험에서 리딩 (Reading) 영역 또는 수학 (Math) 영역에서 90 퍼센타일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2: 학급심사 (Classroom Screening) : 지역 학교들은 봄 학기에 두 주를 선택하여 모든 학생들의 자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K-11 학년). 학급 

교사들은 동기, 관심분야, 의사소통 기술,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탐구력, 통찰력, 추리력, 창의력 그리고 유머의 영역들 중에서 다섯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학생 심사를 위한 특성 도구( Characteristics Instrument for Screening Students 

(CISS))를 사용합니다.   

 

  

  

  

  

  



#3: 추천 (Reported Referrals):학생은 선생님, 행정직원, 부모님 또는 보호자 친구, 자신 스스로 혹은 학생의 능력을 알고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영재 교육 서비스의 고려대상으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추천은 매 해마다 두가지의 시스템 단계의 검사와 추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추천들은 먼저 지역 자격 심사팀 (local Eligibility Team)에서 심사를 하며, 이는 자격심사를 위한 기존의 정보들이 공식 

테스트를 보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합니다.  

 

추가 정보 : 자동심사나 혹은 학급심사 기준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시험기록, 창작품, 그리고/또는 상급과목들로부터 모아진 자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진 학생들은 영재 프로그램 자격 시험을 볼수 있도록 추천받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의 TAG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자녀분의 추천 결과 보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험을 볼 수 있게 추천받으면 :  

 

• 학부모님들은 시험 동의에 관한 학부모 통지서Parent Notification for Testing Consent Form 를 받게 됩니다  

• 학생들은 영재 프로그램을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 부모님들은 시험결과를 받게 됩니다.  

• 만약 주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이 되면 부모의 동의가 있는 학생들은 영재 프로그램에 배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