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재 심사 및 추천 절차  

 
 
 
 
풀턴 카운티 학교 시스템의 영재 프로그램은 지적으로 앞서고 유난히 창의적인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영재 서비스는 모든 풀턴 카운티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12학년 학생까지 제공됩니다.  영재 학생의 판별 및 
서비스를 위한 모든 절차는 조지아주 교육위원회 규칙 160-4-2-.38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의 자녀가 TAG 시험을 받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풀턴 카운티 학교 시스템은 1년에 2회 영재 서비스 수혜 자격에 대하여 모든 학생들을 심사합니다. 
 
I.  자동 추천- 영재 교육 서비스를 위한 GaDOE 자원 매뉴얼에 규정된 비교 평가 시험에서 특정 

수준의 점수를 얻는 학생들을 판별하고, 영재 서비스 수혜 자격을 판정하기 위한 심층 평가를 
실시합니다.  학년 초에, TAG 교사들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기존 시험 점수들을 평가합니다. 

• 표준화된 학력 시험  
학생들은 최소한 85백분위 이상의 점수와 종합 읽기, 종합 수학 및 완전한 종합 시험의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90백분위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iReady 평가 – (2019년 가을에 실시) 
(K-2학년)   학생은 글을 읽고 쓰는 아는 능력에 대한 학교 시스템의 iReady 평가에서 9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iReady 평가 – (2019년 가을에 실시) 
(K~8학년) 학생은 수학 능력에 대한 학교 시스템의 iReady 평가에서 9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3~8학년) 학생은 글을 읽고 쓰는 아는 능력에 대한 학교 시스템의 iReady 평가에서 9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월반 평가 – 
(K~3학년) 학생들은 학교 시스템의 영어/어학 또는 수학에 대한 월반 평가에서 8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조지아 주 중요 단계 학년말 평가 
학생은 영어/언어 과목 또는 수학에서 최소한 탁월한 학습자 성취 수준(Distinguished 
Learner Achievement Level)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학년 (10~12학년) 
학생의 전체 누적 평균이 9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II. 교실 심사 - 지역 학교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심사하기 위해 1월~2월에서 10연속 

수업일의 기간을 선택합니다(K~11학년).  담임 교사들은 학생 심사를 위한 특성 측정 
도구(CISS: Characteristics Instrument for Screening Students)를 사용하여 다음 분야들 중 5개 
이상에서 발군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찾습니다: 동기부여, 흥미,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제해결 능력, 기억력, 탐구, 통찰력, 추리력, 창의력, 그리고 유머. 학부모님은 자녀의 심사 
결과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I. 추천 보고- 모든 추천 보고는 매년 학교 시스템 수준에서 심사 및 추천, 2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추천은 지역 자격 평가팀이 먼저 검토하여 기존 정보에 근거하여 정식 자격 
시험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자동 심사 또는 교실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시험 이력, 결과물 및/또는 심화 수준의 내용으로부터 수집된 
증빙 자료를 가진 학생들은 영재 시험을 받도록 추천 받습니다. 일단 시험을 받도록 추천을 받으면:  
 학부모님은 시험 동의서에 대한 학부모 통지서를 받습니다.  
 학생은 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시험을 치릅니다.  
 학부모님은 시험 성적서를 받습니다. 주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학생들은 TAG 
프로그램에 배치됩니다. 



심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동 심사는 8월~9월에 이루어집니다.  시험 대상자로 추천된 학생들은 가을 학기에 시험을 받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은 12월까지 자격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교실 심사는 1월~2월에 2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각 학교는 전체 학교 일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2주의 기간을 선택합니다.  시험 대상자로 
판별된 학생들은 1월~3월 사이에 시험을 받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은 학년말까지 자격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시험 절차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학생의 나이와 필요에 따라, 시험은 매일 1시간씩 1~5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험이 실시되면, 
자격이 판정되고 학부모님은 6주 내에 지역 학교에서 통지를 받습니다. 
 
어떤 시험들이 실시됩니까? 
영재 시험 대상자로 추천된 자녀에 대해, 풀턴 카운티 학교들은 정신 능력, 창의력, 학력, 그리고 동기부여 
분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적 수준과 예전의 시험 경험에 따라 어느 시험 도구를 
시행할 것인지 정확히 결정됩니다.  시험 과정 중에, TAG 자격 평가팀은 다음 도구들 중 1개 이상을 
시행하기 위해 귀하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지 능력 검사(Cognitive Abilities Test: CogAT), 
내글리어리 비언어능력 검사(Naglieri Nonverbal Ability Test: NNAT), 토란스 창의적 사고 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TTCT), 스탠포드 학력 시험(Stanford Achievement Test: STAT-10) 및/또는 영재 평가 
척도-동기부여(Gifted Rating Scales-Motivation: GRS-M).  개별 시험은 학생에 대해 2년에 한 번만 
실시됩니다.  각 시험 도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영재 시험 절차(Talented and Gifted: Testing 
Process)”라는 제목의 문답을 참조하십시오.   
   
저의 자녀는 학년 초가 되기 전에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TAG 교사들은 자동 심사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학년을 시작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여름에 영재 
서비스 수혜 자격 시험을 실시하도록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TAG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누구에게 문의합니까? 
풀턴 카운티의 각 학교에는 TAG 교사가 있습니다.  특정 학교의 TAG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그 교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TAG 프로그램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지적으로 영재이며 유난히 창의적인 학생들은 독특한 학습 특성, 관심, 개인적 요구 사항,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 학교 TAG 프로그램은 영재 학생들이 기본 교육과정을 확장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수업에 참여하면서 지적인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독특한 특성들과 
요구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TAG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심화 연구, 심화 소통, 비판적 
사고 및 창의적 사고 기량을 개발합니다.   
  
저의 자녀가 자격이 있다고 판정 받은 경우, 그 아이의 일정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바뀝니까? 
초등학교에서, 영재 학생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일반 교실을 떠나서 사회와 과학 교육과정을 확장시키고 
풍부하게 만드는 단원들에 대해 TAG 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습니다.  일단 자격이 있다고 판정 받으면, 
학생들은 해당 학년의 첫 학기에 영재 서비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중학교에서, 영재 학생들은 매일 1~4개의 
심화 내용 강좌에 참석합니다.  학생을 위한 정확한 강좌들은 과거 학급 성적, 국가 표준화 학력 시험 성적, 
그리고 교사의 추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단 자격이 있다고 판정 받으면, 학생들은 다음 성적표 기간이 
시작될 때 영재 서비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재 학생들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매년 TAG 교사와 상담을 합니다. 영재 학생을 위한 옵션들에는 세미나, 개인 프로젝트, 9학년과 
10학년을 위한 엄선된 우등 과정, 심화 배치 과정, 지도 연구, 직업 인턴 과정(11학년과 12학년만),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이 포함됩니다.  일단 자격이 있다고 판정 받으면, 학생들은 다음 성적표 기간이 시작될 때 
영재 서비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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