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꿈을
키워가는
참되고 행복한
파주어린이

파주교육소식

주소: 경기도 파주시파주읍우계로53번길
전화: 031•952•4216
홈페이지: http://www.paju.es.kr

2022학년도 파주교육지원청 창의융합상상소
영재교육대상자 지원서 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재능계발 영재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창의융합인재육성을 위한
2022학년도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1권역_파주,김포,광명,고양,부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원서를 GED(https://ged.kedi.re.kr/)에서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제출

후에는

010-7791-6029로 학년, 반, 번호,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 선발절차 및 일정>
구분
학생지원
(온라인)
학교추천
1단계
학생선정
1단계

일시
2022. 3. 7.(월)~3. 13.(일)
2022. 3. 14.(월)~3. 16.(수)
~2022. 3. 22.(화)

교육대상자
발표

2022. 3. 25.(금) 18:00

추가모집

2022. 3. 28.(월)~3. 29.(화)

교육대상자
발표
(추가모집)
교육 운영

내용
1권역 프로그램 및 융합과학교육원 중 1개를 선택하여 GED 선발시
스템 (http://ged.kedi.re.kr)에서 온라인 지원서 작성
※ 지원 시 학생용 보고서(서술형) 필수 제출
※ 1권역 프로그램은 선발공고(GED사이트, 교육청 홈페이지) 참고
학교장 내부결재 후 GED 선발시스템에서 교사추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컴퓨터 추첨(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 모집 미달 시 전원 합격처리 후 추가모집
GED 선발시스템에서 합격 여부 확인
※ 불합격 시 모집 미달 프로그램에 추가 지원 가능
미충원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모집
※ 미충원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컴퓨터 추첨

2022. 3. 31.(목) 18:00

GED 선발시스템에서 합격 여부 확인

2022. 4.~7.

1단계 운영(20~24차시)

※ GED 사이트 ( https://ged.kedi.re.kr/ )
※ 1권역 내 프로그램 지원 가능(1권역_파주, 광명, 김포, 고양, 부천)
※ 프로그램 상세 내용은 선발공고 참고(GED 사이트,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문의) 파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 070-4341-1479
※ 이 신청서는 학교 확인용이니 GED 사이트에서 직접 지원서 제출
---------------- 2022학년도 창의융합상상소 영재교육대상자 희망 신청서 -------------------영재교육기관명
(지역청명)

프로그램명

신청학년

현재
학년/반

성명

보호자

(인)

(인)

희망
( O / X )

GED
지원서
제출 여부
( O / X )

부록

영 재 교 육 대 상 자 (학 생 ) G ED 지 원 방 법 안 내

1．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접속
∎https://ged.kedi.re.kr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ged로 검색합니다.
∎(주의) 크롬브라우저

로 접속하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회원가입
∎ 가입구분을 꼭 학생으로 선택하고 회원가입합니다.
∎ (주의) 이미 가입했던 학생은 꼭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해야합니다.
※ 비밀번호 찾기가 안될 경우에는 GED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3．영재지원 하기
∎ 선발 → 영재지원 → 지원서 작성

∎ 화면에 보이는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지원합니다.

∎ (주의) 미리 학생 사진 파일을 준비해주세요.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마감이 지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꼭 기간내에 지원해주세요.

4．지원 확인하기
∎ 선생님이 추천해주셨는지 확인합니다.
∎ 추천확인은 선발 → 영재지원 → 나의 지원보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5．선발요강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기
∎ 선발 → 영재지원 → 나의 지원보기 → 공고다운로드
∎ 선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 합격 확인
∎ 선발 → 영재지원 → 나의 지원보기
∎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합격자 약관에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