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G&T) 입학전형 참여를 환영합니다!
영재(Gifted & Talented: G&T) 프로그램은 자격을 가진 뉴욕시 초등학생들에게 영재 교육을 제공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2017 년에 출생한 어린이가 있는 모든 뉴욕시 가정

참여 방법
•

•

현재
대상
o
o
o

교육청 학군 학교, Pre-K 센터, 뉴욕시 조기교육 센터(NYCEEC) 또는 차터 스쿨에 다니는 어린이

현재
o
o
o

사립 또는 교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대상
관심이 있는 가정에서는 5 월 31 일에서 6 월 13 일 사이 지원 기간 동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마감되면 조기 아동 교육 전문가가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드릴 것입니다.
자격을 갖췄다면, 영재 입학전형에 추천될 것이며 배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모든 pre-K 학생은 현재 교사들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격을 갖췄다면, 영재 입학전형에 추천될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추천 받은 어린이의 가정에서는 영재 자격 통지문을 지원 기간 시작 전에 지원하실
수 있도록 초대 받게 되실 것입니다-관심이 있으시다면 5 월 31 일에서 6 월 13 일 사이 지원 기간
동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한 모든 자격을 갖춘 어린이는 배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추천 절차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 검색: schools.nyc.gov/GT.

5 월 온라인 정보 세션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영재(G&T) 프로그램 관련 더욱 상세한 정보 및 지원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는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또한 질문을 하실 기회가 제공 될 것입니다. 상세 행사 날짜, 시간 및 통역 정보가 schools.nyc.gov/GT 에
게시될 것이며 저희 영재 이메일 목록 schools.nyc.gov/SignUp 에서 오늘 수신 신청을 하십시오)을 통해 공유될
것입니다.

2022 년 6 월 13 일까지 지원하기
지원 기간은 5 월 31 일에 시작하여 6 월 13 일 종료될 것입니다. 자녀의 지원서에 관심있는 최대 12 개의 영재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1 으로 선택하여 진정으로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감일까지 다음 방법들 중 하나로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 온라인 MySchools.nyc 또는
• 저희 로컬 패밀리 웰컴 센터(schools.nyc.gov/FWC)를 통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718-935-2009 번으로 전화 또는 ESEnrollment@schools.nyc.gov 로 이메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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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T&I 34003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