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든 그로브 통합 교육구  

중고등학교 영재 (GATE) 프로그램 
 

GATE 학생이 중학교에 가면 어드밴스 반에서 

수학과목(대수학, 기하학)과 영어 언어(어드밴

스/GATE 영어)를 수업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

다. 중학교에서의 어드밴스 반 편성은 5학년과 

6학년 때의 학업능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모

든 학생은 각 학기 말에 치는 벤치마크 시험과 

캘리포니아 표준 학력 시험(CST)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어드밴스 반

에 들어가려면 해당 과목에 대한 모든 교육구

와 주정부의 평가시험에서 지속적으로 상급의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영어 언어 과목 이

외에 처음으로 역사와 과학 수업도 제공합

니다. 이같은 기초 과목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과목 선이수 (AP) 반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를 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서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

과목들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밴드, 합창단, 미술, 기술, AVID (개인의 결

단력 증진을 통한 대학 진학 동기부여 프로

그램) 등 여러 선택이 있습니다. 6학년 봄학

기 중에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이 중학교에

서 경험하게 될 교과목과 선택사항들에 대

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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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GATE 자녀가 중학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추가되는 정보를 원하시면 714-663-6488로 연락해주십시오. 



GATE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에서는GATE 학생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하므로 고교생들은 다양한 

선택과목과 취업을 위한 과목을 즐겁게 택할 

수 있습니다.  9학년 초에 학생들은 우등반을 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AP 과목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 과목에 더하여 고교생들은 학생회 (ASB), 

음악 또는 보컬 공연 활동, 미술, 직업 관련 선

택과목, CIF운동 경기부 등 과외 활동에 참여합

니다.  캠퍼스 내의 기타 여러 클럽과 단체를 비

롯한 과외 활동에 참가하면서 대학 입학을 준

비하는 학생들이 풍부한 고교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교GATE 학생은 대학 교육 위원회와 

함께 모든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대학

과정 선이수 과목을 위해 준비하는 과목

들을 이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같이 

중요한 GPA 학점을 취득하는 과목들은 

시험을 통과할 경우에 대학 학점을 얻을 

수 있게도 합니다. 현재 가든 그로브 통

합 교육구는 28개의 AP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학, 영어, 역사, 과학 

그리고 다른 선택과목들도 있습니다.  
  
AP 과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

면, 대학 교육 위원회 웹사이트인  

http://www.collegeboard.com 을 방문하십

시오.  

 

고등학교에 대한 준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