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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가꾸며 내일을 여는 행복한 구봉교육

구 봉 교 육 통 신
2022학년도 영재학급 지원을 위한

구봉초 2021-162호
교무실 031-225-8328
행정실 031-225-8329
담 당 교사 박금란

관찰추천 희망서 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늘 구봉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학년도 화성오산 관내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12월 선발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신청서를 10월 15일(금)까지 각 학급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화성오산 관찰추천 선발 영재학급 현황
영재교육기관 명칭

지역/단위

팔탄초등학교 재능계발 영재학급
(주소: 화성시 팔탄면 마당바위로31번길 6)

지역

교육영역
융합

정원
20

선발 학년
초 5, 6 통합

(2021년 10월 현재)

현재 학년

수업 시간(예정)

초 4, 5학년

주 1회 3시간 수업
월요일 14:50~16:50 예정
※ 시수 부족 시 목요일 추가 수업 가능

※ 지역 영재학급은 화성 오산 관내 학교 모든 학생이 지원 가능하고, 단위 영재학급은 소속 학교 학생만 지원 가능함.

2.

2022학년도 화성오산 관찰추천 선발 일정

주관

내용

시기(2021년)

비고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공고

10.7.(목) 18시 이전 공고

GED 선발공고 참고

영재교육기관 관찰추천 희망 신청서 제출

~10.15.(금) 까지

학생
학생
학교
영재학급
영재학급

GED 회원가입 및 희망 영재교육기관에 지원서 제출
(*관찰추천 희망 신청서 제출 학생)
학교추천위원회 추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평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10.25.(월)~10.29.(금)
11.8.(월)~11.12.(금) 18:00
12.4(토) 예정
12.7.(화) 이후

GED*로 온라인 지원
(기존가입자는 기존 ID 활용)

GED*에서 추천
기관별 선발공고 참조

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http://ged.kedi.re.kr : 2022 경기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활용되는 시스템
GED 회원가입 및 지원: GED 홈페이지→화면 중앙 선발 클릭→하단 매뉴얼 보기/다운로드 클릭→지원 학생 매뉴얼 참조
※ GED 회원가입은 지원서 접수 기간 전에도 가능함.

3.

기타 안내 사항

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및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은 경기미래영재교
육원 창의융합상상소로 변경(리플릿 참조)되며, 2022년도 3월에 별도 계획에 따라 추첨·선발할 예정임.
나. 영재교육기관별 선발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 (2021.10.7.(목) 이전 공고 예정)
다. 2021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도 반드시 12월 선발 영재학급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영
재교육대상자 관찰추천 희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라. 관련 문의처: 구봉초 관찰추천업무 담당 교사 박금란 (☎ 031-228-8328)

2021. 10. 06.

구 봉 초 등 학 교 장
----------------------절-----------취-----------선-----------------------

관찰추천 희망 신청서
지원자
희망 영재학급

구봉초등학교: (

)학년(
)반(
)번 이름(
팔탄초등학교 영재학급

)

위와 같이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관찰추천 희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

구봉초등학교장 귀하

.

신청자
보호자

(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