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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시
더볼린시 학교 영재교육에 관한 개요
유치원-5학년: “WE

GROW THINKERS! (우리는

사고하는 사람들을 키운다!)”
 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영재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더불어 모든 학습자들의 사고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전 학년 심화학습을 제공
받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필요를 맞추기 위한 차별화된 교수 전략들 역시 일반교육 교실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4, 5학년 인지적 영재 학생들을 위한 일반교육 교실 밖(Pullout) 서비스: 월등한

인지적 영재 판별을 받은
학생들은 영재교육 전문가(GIS)가 지도하는 이 수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매주 대략
200분(일주일에 2~5번), 같은 인지적 영재 동료들과 함께 사고방식, 21세기 사고 기술, 문제 기반 학습과
같은 평생학습 기술들을 더욱 개발하기 위해 만납니다. 또한 인지적 영재 학습자로서의 그들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이 학생들은 자신의 일반교육 교실 환경 안에서도 한 그룹으로 무리 지어집니다. 이와 같은
영재교육 서비스로의 배치는 오하이오주 교육부에서 승인한 능력 평가에서 월등한 인지적 능력을 가진
영재로 판별 받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중학교 영재교육 서비스: 네 개의 중학교에 있는 영재교육 전문가가 석 달간 진행되는 선택 과목을 이끌며
인지적 영재 학생들의 학습적,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더 나아가 지원할 것입니다. 승인된 능력 평가에서
인지적 영재 판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블린 학교로 전학을 와서 더블린에서 평가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들은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2년 미만의 평가 점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7,
8학년의 읽기 영역 영재로 판별된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서 한 그룹으로 모아져 영재교육 전문가에 의해
지원 받을 것입니다. 7, 8학년 영어 교사들은 오하이오주 교육부의 영재교육 서비스 운영 기준에 따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 개발 수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 수업 디지털 포트폴리오 안에 교육 계획서(WEP)를 가질 것입니다. 영재 판별을
받고 8학년 자연 과학 수업을 권유 받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선택 배정한 학생들 역시 영재교육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러한 배정은 과목 선행으로 여겨지며 학생들은 선행 계획서(WAP)를 받습니다.
5-6학년 수학 선행학습: 이5학년 수학 선행학습 경험을 위한 다양한 평가 기준에 맞는 학생들은5, 6학년
수업 내용을 연장, 심화하여 6학년 수학 교육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7-8학년 수학 선행학습: 일 년 안에 이 년치의 수학 교육과정을 다룰 이7학년 수학 선행학습에는 학생들이
추천 받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7, 8학년 내용 모두를 포함하며
철저한 속도로 운영됩니다.
고등학교 9-12학년: Honors,

Advanced Placement, Academic Academies, International Baccalaureate
classes 같은 선행, 심화학습 방법들이Credit Flex, College Credit Plus와 같은 부가적으로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있습니다.
과목 선행 방법은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특정 과목에서 한 학년 또는 그 이상을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승인합니다.
전체 학년 선행은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이 한 학년 전체를 선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방법입니다.
학생은 모든 과목 영역에서 월등해야 하며 한 학년을 선행할 수 있기에 마땅한 사회적인 성숙도를
보여주여야만 합니다. 더블린시 학교는 선행을 위해 추천된 학생들을 아이오와 선행도 스케일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오하이오주 교육부의 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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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1학년 조기 입학은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동년배 아이들보다 일찍 유치원이나 1학년 입학을
승인하는 방법입니다. 학생은 반드시 오하이오주 교육부와 아이오와 선행도 스케일에서 세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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