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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PS 보장 입학 프로그램(GAP) 
(고등학생에 한함) 

North Thurston 공립학교는 워싱턴주 학생들이 대학 및 직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워싱턴주의 공립 4년제 단과 대학 및 

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진학 희망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많은 공립 

대학교는 정해진 기준에 준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워싱턴주 공립 대학교 입학 보장 프로그램 

입학 보장 프로그램은 센트럴 워싱턴 대학교, 이스턴 워싱턴 대학교, 에버그린 주립 대학, 웨스턴 워싱턴 대학교 및 워싱턴 주립 
대학교에 바로 입학할 자격을 수여합니다.   

모든 입학 보장 프로그램은 두 가지 자격 기준을 학생에게 요구합니다: (1) 최소 GPA 또는 최소 수업 순위별 GPA, (2) 대학 학업 
분포 요건(CADR) 완료.   

• CWU - GPA 3.0 및 CADR 완료

• EWU - GPA 3.0 및 CADR 완료

• Evergreen - GPA 2.5 및 CADR 완료

• WWU – GPA 3.0 및 CADR 완료

• WSU - GPA 3.0 및 CADR 완료

North Thurston 공립학교는 위에 명시된 공립 대학 외에도 GPA 3.3 이상 및 특정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퍼시픽 루터란 대학교에 

바로 입학할 자격을 수여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다른 대학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 준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에 의해 기준에 준하게 될 예정인 학생은 해당 대학교 입학이 보장됩니다. 입학 보장 대상 학생은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고 해당 대학교의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입학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위에 명시된 공립 대학교의 입학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이 양식을 숙독한 후 이 동의서 양식에 명시된 학생 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학생의 본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하는 부모/보호자의 서명을 받으십시오.  

워싱턴주 공립 대학교와 공유하는 학생 정보: 

• 이름

• 성

• 생년월일

• 기록부 상의 이메일(학생들에게 기회를 알리기 위해)

• 비평가 GPA

• 성적증명서

• 수강 과목 세부 사항(예: 우등, 동시 등록)

• 인종 및 종족

• 식대 면제/할인 적격 여부

본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위에 명시된 기관이 본인의 자녀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부모/보호자 이름(정자체) 부모/보호자 서명(학생이 18 세 이상인 경우 선택 사항) 날짜(년/월/일) 

부모 이름(정자체) 학생 서명(18 세 미만인 경우 선택 사항) 날짜(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