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학습 프로그램

440 East 100 South
Salt Lake City, Utah 84111
t: 801.578.8573
f: 801.578.8266
2021-2022 학년도를 위한 2020-2021 Magnet 확장 학습 프로그램 정보
확장 학습 프로그램은 학교 공동체에서 다양하고 포용적인 학습에 대한 열정을 함양하고 교육의
우수성과 무결성을 위해 헌신하는 솔트레이크시티 교육구(SLCSD)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갖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학생이 대학, 직업 및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학업,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역량을 배울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영재로
식별된 학생들의 인지 및 정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확장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했습니다. ELP 를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옵션은 재능과 학습 능력이 뛰어난 영재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고안된 우수한 학습 환경과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확장 학습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두 가지 서비스 모델을 통해 재능과 학습 능력이 뛰어난 영재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1) Magnet ELP(K-6 학년 - 자급형, 7-8 학년 - 핵심 수업) 및
(2) Neighborhood ELP (4-6 학년 – 풀아웃 교육, 7-8 학년 – 여러 핵심 수업).
초등학교 Magnet ELP
학생들은 자격 심사 과정에서 일련의 인지 능력 및 성취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Magnet ELP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는 Magnet ELP 배정 자격이 부여됩니다. 초등학교 Magnet ELP 클래스는
Emerson 1-6 학년(이중 언어 스페인어) Hawthorne K-6 학년, Whittier K-6 학년에 있습니다.
중학교 Magnet 및 Neighborhood ELP:
학생들은 자격 심사 과정에서 일련의 인지 능력 및 성취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Magnet ELP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는 Magnet ELP 배정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웃 학교에서
Neighborhood ELP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는 Neighborhood ELP 배정 자격이 부여됩니다.
Neighborhood ELP 가 있는 중학교: Clayton, Glendale, Hillside 및 Northwest.
중학교 Magnet ELP 클래스는 Clayton, Glendale, Hillside 중학교,
West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Magnet ELP 배정을 위해 자녀를 평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현재 1-7 학년 학생은 2021 년 4 월 30 일 금요일까지 ELP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십시오. 평가 기간:
2021 년 5 월 17 일 - 6 월 11 일.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중학생과 교육구 외부의 학생들은 교육구 사무실
컴퓨터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