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D GATE Placement Procedure
풀러튼 교육구 영재교육 배정 절차

영재교육 (GATE) 자격이 확인된 학생들은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GATE 지정 사이트의 GATE 지정
학급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 현장에 GATE 지정 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배정 우선 순위가
있는 다른 학교의 GATE 지정 반에 배정됩니다. 다음은 GATE 학생들을 요청된 GATE 지정 반에 배정하기
위한 시간 연대표 및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 1 월 첫째 주에 GATE 확인 학부모 알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2. 전학은 공간/자리 가용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GATE 가족들을 수용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학교
사이트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추첨을 할 수 있습니다.

3. 1 월 셋째 주에는 GATE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교육구 사무실에서 개최됩니다.
4. 1 월 말/또는 2 월 초에 학교 현장에서 GATE 오픈 하우스가 열립니다.
5. 풀러튼 교육구의 입학 공개 등록 (Open Enrollment) 마감일에 맞춰 GATE 등록 양식 제출이
마감됩니다.

6. 풀러튼 교육구의 입학 공개 등록 날짜와 맞춰 GATE 배정을 통보합니다.
7. GATE 프로그램은 개학 첫날에 시작합니다.

SPACE AVAILABILITY & PLACEMENT

공간/자리 가용성 및 배정

1. 거주지역의 학교 (홈 스쿨) 학생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2. 두번째 우선 순위는 GATE 지정 사이트 홈 스쿨 (즉, GATE 지정 사이트에 배당된 학교) 거주자에게
부여됩니다.

3. 추가 우선 순위는 해당 시점에 유효한 교육구의 입학 공개 등록 (Open Enrollment) 우선 순위 배정
체계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a) 현재 학교에 등록된 학군 내 또는 타학군으로부터 전학한 형제 자매
4. 위에 나열된 우선 순위 내에 모든 학생을 위한 공간/자리가 없는 경우, 해당 우선 순위 내에서 어느
학생이 반에 배정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무작위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절차 (즉, 무작위 추첨 절차)가
수행됩니다.

5. 위에 나열된 우선 순위를 적용한 후, 원하는 학급에 계속 자리가 있을 경우, 나머지 학생들은 아래
설명된 대로 무작위 추첨 과정에 의해 선발됩니다.

RANDOM LOTTERY PROCESS

(무작위 추첨 절차) – 해당 학교 행정관리관, 교직원 및 풀러튼

교육구 GATE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이 무작위 추첨 절차를 수행합니다.

1.
2.
3.
4.

무작위 추첨에 참여한 학생들은 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무작위 번호 생성기를 사용하여 숫자를 디지털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학급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은 무작위 추첨 절차 후 1 주일 이내에 통보받을 것입니다.
해당 학급에 선택되지 않은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서 일반 교육, GATE 클러스터 반, 또는 자리가
있을 경우 다른 GATE 지정 사이트의 GATE 지정 반에 배정되는 것을 제안받게 될 것입니다.

5. 학부모님들은 풀러튼 교육구의 공개 등록 (Open Enrollment) 마감일이 끝나기 전에 자녀들이
등록할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GATE 사무실에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