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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년-5 학년 GATE 시험: 학부모 통지 및 시험 종류에 관한 동의서
학부모 또는 보호자께:
TUSD GATE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는 학년이나 연령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특출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판별 목적을 위한
TUSD GATE 시험은 3 학년-5 학년 학생들만 치르게 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TUSD GATE 의 자격을 갖습니까?

4 학년-5 학년 학생들을 위한 2018-2019 학년도 TUSD GATE 프로그램으로의 배정에는 두 가지의 자격 범주가 있습니다:
A)

지능 범주

높은-성취도 범주

B)

TUSD 가 시행하는 GATE 평가 (NNAT3 또는 OLSAT8)

이 범주에 있는지에 대한 판별은 가장 최근에 시행된 TUSD GATE 평가 (NNAT3 또는

에서 95 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받는 학생들

OLSAT8) 및 2017-2018 학년 중에 치른 스마터 밸런스 평가 (SBAC) 에서 받은 점수 결과, 두
가지 모두를 종합한 것을 기준으로 함.

누가 TUSD GATE 시험을 보는 자격이 됩니까?

TUSD GATE 시험을

TUSD GATE 시험을

TUSD GATE 시험에

처음으로 치르는 4-5 학년 학생

두 번째로 치르는 4-5 학년 학생

두 번 참여했거나 이미 TUSD

GATE 로 판별된 학생
NNAT3 만 치를 수 있음

NNAT3 (또는) OLSAT8 에서 선택할 수 있음

더 이상의 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음

만일 자녀가 4-5 학년 GATE 시험을 치를 자격이 되고 여러분께서 자녀를 참가시키고 싶으시면, 이 편지
뒷면에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2018 년 11 월 13 일까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양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3 학년 시험 과정과 달리, 4-5 학년 GATE 시험은 학부모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NNAT3 와 OLSAT8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NNAT3 (네글리어리 비언어 능력 평가)

OLSAT8 (오티스 레논 학교 능력 평가)

NNAT3 는 TUSD 에서 최초로 시험을 치를 때 사용되는 비언어적

만일 자녀가 이전에 TUSD 에서 GATE 시험을 치렀다면, 이제 여러분은

척도이며, 언어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한 독립적인 인지 능력을 평가하고자

NNAT3 또는 OLSAT8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OLSAT8 은 비슷한 것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종류의 어휘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찾아내기, 단어와 숫자 기억하기, 단어를 정의하기, 지시사항 따르기,

학생들에게 정리하고 순서대로 배열해야 하는 시각적 이미지, 디자인 및

분류하기, 순서대로 배열하기, 연산 문제 풀기 및 유추를 완성하기 등의 과제를

모델이 주어집니다. NNAT3 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행됩니다.

통한 언어적 이해와 추론, 그림 추론, 수식적 추론 및 양적 추론을 측정합니다.

OLSAT8 은 종이와 연필을 사용해 치르는 시험입니다 (스캔트론과 시험지).
GATE 시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험 개발업체인, 피어슨 교육에서 만든 점수 설명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점수 보고서와 함께, 여러분은 GATE 배정 자격
여부에 대해 교육구로부터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정보는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 약 12 주 후에 여러분 가정으로 우송될 것입니다.

TUSD 의 GATE 판별과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상의 GATE 링크(Departments 내 Educational Services 탭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사항은 자녀의 학교 교장 선생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Ramona Chang, Ed. D.
교과과정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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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년-5 학년 GATE 시험: 시험 종류에 관한 동의서
이 페이지를 2018 년 11 월 13 일까지 자녀의 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2018-2019 학년도 4-5 학년 GATE 시험 일정
TUSD 의 4-5 학년 GATE 시험 기간은 2019 년 1 월 9 일부터 2019 년 1 월 31 일까지입니다.

Towers 는 Friday, January 18, 2019 에 시험을 시행할 것입니다.

지난 2 년간 자녀가 TUSD 에서 주관하는 GATE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____ 예

____ 아니오

앞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올해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시험을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______NNAT3

_____OLSAT8

TUSD 에서 최초로 보는 시험은 NNAT3 를 사용하게 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험 종류의 선택을 표시하지 않으시거나, 학생이 TUSD 에서 처음 시험에 참가한다면, NNAT3 로 시행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자로 분명하게 기재해 주세요.
저는 제 자녀가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시험을 치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생 이름 정자 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학년: __________ 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의 이름 정자 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전화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