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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11 학년 학부모 및 보호자께: 

 

저희 학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여러분 자녀들의 고등학교 졸업후의 계획을 돕는 것입니다.  졸업 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 대학 선택, 입학 시험, 비용, 캠퍼스방문 및 대학 지원에 관련된 많은 다른면을 

탐구하면서 절차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대학 진학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불안감의 대부분은 12 학년 이전의 일부 

"터닦기"에 의해 완화 될 수 있습니다. 예외없이, 성급하고 막바지에 이루어지는 계획은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요소는 학생, 학부모 및 카운슬러 간의 의사 소통입니다. 고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개별적인  

학부모 – 학생 – 카운샐러가 함께 하는 상담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해의 "발판" 역할을 해야한다고 권면 드립니다. 이 

상담이 고등학교 차후의 계획을 위한 모든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초기 단계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상호간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저희는 1 월 한달동안 11 학년 학생들이 Naviance / Family Connection 에 등록하는 것과 

진로 관심 프로필 작성을 완성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프로필은 학생들의 진로 관심사를 좁혀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잠재적인 대학 전공과 그들의 진로 관심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상담을 준비하시는 과정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가이덴스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녀의 수업 

시간을 최대한 피하셔서 상담 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질문이나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운샐러에게 연락해 주십시요. (516) 441-4820 카운샐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학부모님들 한분 한분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Carly Bank     Jo-AnnEyre M. Cruz     Christopher Erickson    Marley Goldman (Stacey Rapp 선생님 대체) 

Allison Romeo Gottfried    Toni MacDonald (Gillian O’Connell 선생님 대체)        Joseph Stopanio 

상담 양식을 작성하셔서 자녀분을 통해 카운샐러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는 보내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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