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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사무국은 여름 방학 중에 닫습니다)

GATE 사무국 연락 정보

GGUSD GATE 
오리엔테이션

학부모를 위한 자원

여러분 자신의
계획으로 자녀를
압박하기보다는
자녀의 관심을
따르십시오.

음악, 연극, 박물관, 
사적지를 즐기고

경험에 대해
대화하십시오.

실생활에 관한 읽기, 
쓰기, 과학, 수학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배움을 강조하고
자녀가 학교 과제를

공유할 때
적극적으로

대화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자녀의

통찰력을
끌어내십시오.

영재 아동은
비판적으로 묻고

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영재 학생의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12가지 문제’ 기사에서 인용

영재 교육 커뮤니케이터; 39권 2호

§ 캘리포니아 영재 협회 (CAG) 
www.cagifted.org

§ 전미 영재 협회 (NAGC) www.nagc.org
§ 영재의 정서적 지원회(SENG) 

http://sengifted.org/
§ 세계 영재 협의회 (WCGTC) www.world-

gifted.org

영재의 특징
(흔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님)

기초 기술을

빠르게 습득함

비판적이고

유연한

사고력

뛰어난

기억력; 

정보 유지

문제 해결과
호기심

탐구적인

질문을 함: 

종종 ‘왜’라고

물음

실험과 의견

종합을 좋아함감정과

행동의 강도

뛰어난

어휘력

전미 영재 협회: ‘영재의 공통적인 특징’에서 인용

영재의 고충
(흔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님)

정보를 다르게

생각하고

처리함

완벽주의

저성취

두 배로 예외적임

비동시적 발달

‘영재 학생의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12가지 문제’ 기사에서 인용

영재 교육 커뮤니케이터; 3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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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녀가 어떻게 선발되었나요?

§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 GATE 
시험 결과, 추가적인 학업 자료, 그리고
행동 특징

§ 선정 위원회의 결정

GATE 학급은 일반 교육 학급과 어떻게
다른가요?

주 정부 교육법에 따라 영재 학생은 영재
학생의 필요를 맞추기 위해 교육받은
교사로부터 수업 일의 100% 동안 차별화된
교육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통편은 어떻게 되나요?

§ 요청하시면, GATE 학생은 지정된 GATE 
학교에 가는 버스 승차 장소를 지정받게
됩니다.

§ 요청하시면, GATE가 아닌 형제자매도
교통편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버스 승차 장소를 지정된 GATE 학교의
등록 구역 내 탁아 기관 근처로
지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버스 승차 장소를 지정받을 수 없는 경우는?

• GATE 등록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GATE 학생

• 버스가 만석일 경우 GATE가 아닌
형제자매

• 탁아 기관이 GATE 학교의 등록 구역 밖에
있는 GATE 학생

GATE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1. ‘참여 승인서’에 서명하십시오.
2.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GATE 사무국으로 제출하십시오.
3. GATE 사무국에서 자녀의 학교로 귀

자녀의 GATE 자격 여부와 배치에 관해
통보할 것입니다.

4. 개학 일 주일 전에 우편으로 학급 편성과
버스 정보 카드를 받으시게 됩니다.

형제자매 전학은 어떻게 되나요?

• 전학 신청서와 함께 노란색 형제자매 전학
양식도 제출하십시오.

• GATE 형제자매 전학 신청을 한다고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전학은 공석과 프로그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알림: 앨런과 패튼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등록 정원 초과) 2017-18학년도에
전학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GGUSD에 처음 왔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 교육구에 처음 오셨다면 GATE 
학교에서 등록을 마치십시오. 가져가실
서류는…

1. 주소 증명
2. 예방접종 증명
3. 출생 증명

인기 있는 탁아 기관은 어디인가요?

앨런 패튼
피터스 K-3 
피터스 4-6

헌팅턴 밸리
보이스 앤드 걸스

클럽
16582 

Brookhurst
Fountain Valley
(714) 531-2582

패튼 키즈 클럽

패튼 학교 내 위치

(714) 376-8876

메인 브랜치 키즈
클럽

9860 Larson Ave
Garden Grove

(714) 537-1465

중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 학생은 ‘거주지 학교’로 돌아와서
상급반(Advanced) 또는 그룹 수업에
참여합니다. 

• 학생은 다른 성적 우수 학생이나 수준이
다양한 학생이 있는 수업에 합류합니다.

• 카운셀러가 학생의 성취도와 성과에 따라
수업일정을 감독합니다.

• 알림: 맥가빈 중학교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전학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앨런에
다닌다고 반드시 맥가빈 중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알림: 벨 중학교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전학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패튼에
다닌다고 반드시 벨 중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GATE 예정 학교의 오픈하우스는
언제인가요?

앨런
2017년 6월
8일, 목요일
오후 6:30

패튼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

피터스 K-3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

피터스 4-6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

GGUSD GATE 학부모로서 어떻게 더
참여할 수 있을까요?

§ GATE 교육구 자문 위원회 (GATE DAC) 
회의 참석

§ 3번의 회의(가을, 겨울, 봄)
§ 다른 GATE 학부모와 상호교류
§ GATE 교육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음
§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의견 공유
§ 다음 회의: 교육구 사무실, 2017년 5월

9일, 오후 6시-7시

영재란 무엇을 뜻하나요?

지적, 창조적, 예술적, 지도력과 같은 분야, 
또는 특정 학문 분야에서 높은 수행 능력을
명백히 보이는 아동 (연방 정부: 공법 100-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