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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조언 

 
Be There 는 전국적으로 일고있는 
운동으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것을 
권장합니다. 가르칠수 있는 
순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의미있는 방식으로 
연결되면 집에서, 학교에서, 
오락시간에 당신의 단순한 행동도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와 당신- 
우리는 함께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   
be there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  

CollegeAnswer.com.  
EducationPlanner.org 

대학 입학 과정의 조언 
대학진학 계획은 중대한 일 입니다. 리서치할것과 생학할것도 많고 
결정할것도 많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을 이미 겪은 형제, 자매나 친구들 
보았고 그래서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수도 있다고 알고있지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일찍 시작하고, 시간을 지키고, 데드라인을 맞추시오. 고등학교를 
시작하자마자 대학 입학 계획을 위한 리서치시작하고 싶겠지만 
실제 진짜 일들은 주니어해에 시작되고 씨니어해에 제일 많이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미리할수 있는일들을 마지막까지 
미뤄두지는 마십시오.  대학 진학 계획표를 잘 관리하고 입학 
지원과 재정 보조 신청 만기일을 확인하십시오. 만기일전에 
추천서를 요청하십시오. 쵸이스 북(Choice Book)에서 계획표를 
찿거나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정리 정돈을 하시오. 대학들에서 보내온 카다로그, 브로셔, 그리고 
다른 우편물들이 온 방안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학 입학 과정중 
모을 정보들을 잘 관리하기위해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보세요. 
깨끗하게 라벨을 붙여서 자신이 정말 관심있는 학교들의 파일을 
만들어보세요. (색깔별 코드를 써서 카렌다형으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학교들을 평가하시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들-
평판, 학비, 위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각 학교들을 평가하십시오. 
자신이 정한 각 학교의 순위를 비교해보십시오. 최고 순위의 
학교들의 평가서를 부모님께 보이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뒤 
비교하는것도 좋습니다. 

압도되지않도록 노력하시오.  입학 원서 작성시 적당한 학교수로 
선택의 폭을 좁히십시오. 세 학교, 다섯 학교, 혹은 아홉 학교일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카운슬러들은 자주 
학생들에게 한개 이상의 상위 성적 학교, 일명 “드림(Dream)” 
학교를 생각해보도록 추천합니다만 또한 입학이 가능할 수도 있는 
“리치(Reach)” 학교, 그리고 확실하게 입학 가능한 
“세이프티(Safety)” 학교들도 추천합니다. 또한 기억해야할 것은 
원서 작성시 비용도 생각해서 한계를 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http://www.gwinnett.k12.ga.us/�


•  

Make the ordinary extraordinary!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  437 Old Peachtree Road, NW, Suwanee, GA 30024-2978 •  678-301-6000  •  www.gwinnett.k12.ga.us 
Tips for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 Korean 

대학의 최종 목적지를 선택할때 정당한 이유로 택하시오.  절친한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상의 
동기간, 혹은 부모님에게 좋은 학교가 자신에게는 맞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 과목이 없거나 좋은 평판이 없다면, 풋볼 프로그램이 있다고해서 그것이 결정의 요인이 
되어서는 않됩니다.대학에 입학하기전에 이점을 생각하십시오. 

모든것을 염두에 두시오.  예, 이것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영원한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드림 학교에 가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옮길수도 있습니다. 어느학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전학시 더 매력적인 지원자가 될 것 입니다.(혹은 지금 다니는 학교가 결국에 본인에게 최적의 
학교라는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반드시 포함하시오.  지원 단계를 좁혀갈때 가족들로 어떤 학교가 본인에게 맞을지 돕도록 
하십시오. 본인과 가족들이 대학 학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것인지와 그것이 본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문의하십시오. 본인과 함께 대학 투어를 같이 가도록 요청하되 본인의 필기사항을 따로 
가져가서 나중에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충고를 요청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신은 본인의 
결정에따라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당신을 가장 잘아는 사람들을 결정에 포함시키는것은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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