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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년 GATE 시험 학부모 통지서  

 

학부모 또는 보호자께: 

 

이번 가을, 우리는 전체 3 학년 학생에게 네글리어리 비언어 능력 시험 (NNAT3)을 시행하여 토랜스 통합교육구의 

영재교육 (GATE) 프로그램에 적합한지를 판별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언어나 운동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형태와 

점진적인 행렬의 문제 해결을 사용하는 인지 과정의 비언어성 검사입니다. 간단하게, 학생은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 각 

문제의 빠진 부분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시험은 제한된 30 분 안에, 앞의 문제보다 조금씩 어려워지는 48 개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능한 많은 문제를 풀도록 권장하지만, 시험 감독관은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스트레스가 없는 시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 대부분은 이 

시험이 재미있었고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고 할 것입니다.            

 

GATE 시험은 교육구의 전체 3 학년 학생에게 시행될 것입니다. 3 학년 GATE 시험에 참여하기 위한 어떠한 양식이나 

신청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자녀가 GATE 시험을 치르는 것에 탈퇴하기로 했다면, 이 통지서 뒷면의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신 후, 2018 년 9 월 21 일, 금요일까지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된 

GATE 시험 탈퇴서를 2018 년 9 월 21 일까지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3 학년 학생은 이 통지서 

뒷면에 나온 일정에 따라 각자의 학교에서 GATE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개발업체인, 피어슨 교육에서 만든 점수 설명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점수 보고서와 함께, 여러분은 

GATE 배정 자격 여부에 대해 교육구로부터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정보는 마지막 시험 일정이 끝나고 나서, 약 12 주 

후에 가정으로 우송될 것입니다. GATE 에 배정되려면 학생은 NNAT3 시험에서 95 번째 퍼센타일이나 그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에 처음 치르는 시험에서 GATE 에 배정되지 않는다면, 4-5 학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GATE 판별과 토랜스 통합교육구의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 

(Departments 의 Educational Services 탭 아래)의 Gifted & Talented Education(영재 교육)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연락하십시오.  

  

진심으로, 

 

 

Dr. Ramona Chang  
교과과정 책임자 

토랜스 통합교육구 

 
 



 
 

2018-2019 학년도 3 학년 GATE 시험 일정 

 

NNAT3 시험은 아래 지정된 날짜에 학교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등록된 학교에서만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8 년 10 월 24 일, 수요일 2018 년 10 월 25 일, 목요일 
 

2018 년 10 월 26 일, 금요일 
아놀드 초등학교 

타워스 초등학교  
앤자 초등학교 

 
알링톤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 당일 결석한 경우, 보충 시험이 2018 년 11 월 9 일과 11 월 16 일 사이에 각 학교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GATE 시험 탈퇴서 

3 학년 (2018-2019)  
 

만일 여러분께서 자녀가 3 학년 GATE 시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떠한 신청서나 양식도 필요하지 않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시험을 치르는 것에서 탈퇴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이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 년 9 월 21 일, 

금요일까지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하십시오.    

  

학생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     

                           성                                 이름                                         월      일    년도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담임 선생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제 자녀가 3 학년 GATE 시험을 치르는 것에서 탈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서명함으로, 제 자녀가 

3 학년에 GATE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TUSD GATE 프로그램을 위한 자격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록이 없을 것을 이해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이름 (정자로 깨끗하게 쓰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이름 

 

학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한 날짜:_____/______/______  

                                                                                                                         월     일    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