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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 월 

2019년도 졸업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고등학교 가이덴스 스테프들이 2018년 1월 25일 저녁 7:00분에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저희 학교의 연중 

행사인 College Night(대학의 밤)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시면  저희 학교 카운셀러들과 대학입학 행정부를 담당하고 계신분들을 만나셔서 대학 

입학허가 원서가 어떠한 경위로 진행되는지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와 대학 원서를 작성시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로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 또한 이 원서 작성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정리되고 한 단계 나아가는 

전략으로 대학입학을 준비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팁을 얻게 될것입니다.        

* 저희는 이 중요한 미팅에 현재 11학년 재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저희들의 패널 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Hofstra University – Sunil Samuel , 입학부/등록부  부국장 

 Stonybrook University – Robert Pertusati, Senior Associate Dean of Admissions 

 Syracuse University – Asma Malik,  입학부 부국장 

 University of Chicago  – Neeti Jain, Assistant Director of Admissions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Christine Pritula, 입학부/졸업생 

 

추가 서류에 대학의 밤에 대한 스케줄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지에 관한 정보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공식 패널 발표에 이어서 각 대학에서 오신분들이 개별적으로 마련된 룸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부모님과 학생들은 간단한 질문과 답변시간의 기회를 갖게 될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각 대학의 대표분들께서는 자신의 대학에 대한 특정 정보를 나누며 여러분들이 관심있는 학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수 있습니다.  
 

 알리는 사항: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배려하는 의도에서 이 날 있을 공식 패널 발표시에는 

스페니쉬어, 한국어, 만다린 중국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를 위해 본인의 헤드폰을 

지참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도 헤드폰을준비해 둘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얻으실수 있는 기회가  될것임을 확신하기에 진심으로 

2018년 1월 25일 저녁 7시 00분에 여러분들을 모두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가이덴스학부 The Guidance Department 
Bal/Enc. 

2018 College Night letter January Korean 

 

 
A translator will be available this evening. 

Habra un traductor/a esta noche.  

필요하시면 한인 통역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今天晚上會有翻譯在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