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3월 추첨 선발 운영 안내
영재교육대상자 3월 추첨 선발 (온라인 실시간)
1. 일시: 2021.3.27.(토) 9:50 ~ 11:00
2. 장소: 용인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 및 응시생 자가
※ 추첨 선발 응시생 및 학부모님은 온라인으로 참여(용인교육지원청 대면 참석 불가)
3. 방법: 유투브 실시간 추첨 선발 방송 참여
※ 유투브 실시간 참여 주소는 추첨 당일 [2021.3.27.(토), 9:30에 개별 문자 알림]
4. 참석 대상: 영재교육원 학년별 추첨 선발 응시대상자(총 273명) 및 학부모
5. 내용
- 2021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실시간 온라인 추첨 선발
- 2021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용인교육지원청부설 창의융합상상소 운영 안내

추첨 선발 응시생 및 학부모 사전 안내 사항
1. 수험번호 개별 확인 [2021.3.25.(목) 16시 이후, GED 선발 시스템 온라인 확인]
2. 추첨 선발 일정 안내
시간
9:50 ~ 10:00

10:00 ~ 10:10

일정

비고

응시생 및 학부모

당일 온라인 상의 출석 확인을 하지 않으며, 실시간 추첨

온라인 참여(유투브 접속)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컴퓨터 추첨의 결과로만 합격 결정

온라인 추첨 선발

선발 전형 및 컴퓨터 추첨 선발 프로그램에 대한

응시생 오리엔테이션 및 개회

사전 안내
초5, 초6, 중1, 중2 순으로 컴퓨터 추첨 선발

10:10 ~ 10:40

학년별 온라인 추첨 선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재를 득하여 최종 합격처리
※ 3.30.(화) 이후, GED 상의 최종 합격 처리로 결과발표)

10:40 ~ 10:50

10:50 ~ 11:00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 소개

창의융합상상소 소개 및 미래영재교육의 방향성 안내

응시생 및 학부모 문의 답변

창의융합상상소 관련 문의에 한하여 답변

및 폐회

※ 시간 및 일정은 용인교육지원청 내부 사정 및 당일 추첨 선발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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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결과 최종 검토
￭ 일시 및 장소: 2021.3.29.(월), 용인교육지원청
￭ 내용: 추첨 선발 결과 최종 검토

영재교육대상자 심의 및 결과 발표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2차) 개최(예정)
1. 일시 및 장소: 2021.3.30.(화), 용인교육지원청
2. 안건: 2021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최종 선정 심의
￭ 2021학년도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 2021.3.30.(화), 18시 이후 GED 상의 합격처리(개별 SMS안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용인교
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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