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6학군 커뮤니티께
학생등록 담당실 및 교육감은 26학군 중학교 영재 (G&T) 프로그램 입학의 포괄적이며 공평한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26학군 교육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영재
프로그램 학생들은 26Q158, 26Q074 및 26Q067 중학교 영재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진학하였습니다. 자동진학으로 인해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중학교 영재
프로그램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다른 중학교에 재학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2014년 9월부터 모든 가정은 중학교 영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4학년 뉴욕주 영어 및 수학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중 한곳에 배정될
것입니다. 기존의 자동 진급 패턴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변경사항에 대한 커뮤니티 공청회 결과 갖고 여러분이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없었다고 느끼신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26학군 영재 프로그램 커뮤니티에서 받은
메시지는 유치원 영재 프로그램에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들은 8학년까지 영재프로그램에
남아있는다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때문에 2014년 9월 유치원에 입학한 학급이
중학생이 되는 2020년 9월까지 이 변경사항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영재프로그램에 재학하는 유치원-5학년의 모든 학생은 기존의 자동 진급 패턴에 따라 중학교
배정에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동 진급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영재프로그램
26Q018
26Q188
26Q203
26Q115
*2014-15에는 26Q115 학생들은

중학교 영재프로그램
26Q067
26Q158
26Q074
26Q172*
26Q067로 진급합니다.

26Q172 및 26Q216에서 새로운 영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초등학교 영재 프로그램 학생 포함
중학교 영재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은 영재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지원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 및 우선순위는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모든 26학군 학생들은 원하는 영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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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존 학생을 지도하기에 정원이 부족한 학교를 제외한 모든 중학교는 2개의
영재학급을 운영합니다. 과등록으로 인해 인원제한을 하는 학교는 모든 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때까지 영재학급 정원을 줄이거나 다음 학년도 프로그램을 중단합니다.
초등학교 영재 프로그램 학생은 기존의 자동 진급 학교에만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초등학교 영재 프로그램 학생은 지원서에 해당 학교를 명시한 경우에만 자동 진급
학교에 우선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최우선으로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학생은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우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영재 프로그램 학생은 기타 영재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지만 우선권은
없으며 학군의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성적에 따라 남아있는 정원에 배정됩니다.

2020년 9월 6학년에 진급하는 학생부터는 중학교 영재 프로그램 우선권이 없어집니다. 모든
학생들은 재학한 초등학교와 관계 없이 각 중학교의 영재프로그램 별로 성적에 따라
배정됩니다. 모든 입학관련 정책은 교육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학군 또는 뉴욕시 입학전형
개선을 위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 MS_Enrollment@schools.nyc.gov 또는 전화 718-9352398로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Anita Saunders
26학군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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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 McPhee
중학교 입학 담당 수석 디렉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