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Great Neck Public Schools  

William A. Shine – Great Neck South High School  

Guidance Office  

341 Lakeville Road  

Great Neck, New York 11020   

(516) 441-4820  

 2019 년 4 월 

10학년 학부모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은 2021년도 졸업생으로 10학년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최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 일원으로 10학년 학생들이 본인의 가이덴스 카운셀러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미팅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 알수 있고, 자녀들의 학업 발달 상항에 

대해 의논할수 있고, 그들의 염려나 질문을 나눌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희는 

부모님께서도 이 미팅에 자녀와 함께 참석하시기를 권면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이 미팅에 자녀와 함께 참석하길 원하신다면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자녀들이 

가이덴스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수업이 없는 시간으로  면담 

시간을 선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이 면담에 참석을 못하실 때에는 자녀들이 다음 

몇주안에 본인의 카운셀러를 만나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작성한 면담 신청서를 

학생이 가이덴스 사무실에 가져가서 면담 신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면담 신청서를 메일이나 

펙스를 통해서는 보내지 말아주십시요!  

10 학년 회의는 2019 년 5 월 2 일에서 2019 년 6 월 14 일 사이에 개최됩니다. 

 

  

Great Neck South High School가이덴스 사무실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자녀를 통해 신청서를 가이덴스 사무실에 제출할것을 부탁드립니다.  

절대 이 신청서는 메일하거나 펙스하지 마십시요!      



교사-학부모  면담  신청서  

CONFERENCE APPOINTMENT FORM 

 

 

자녀  카운셀러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네 , 저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생이름)   ____________(학년Grade)를   

 

위하여  선생님들과  면담을  신청  하기를  원합니다 . 

                                

부모님  전화번호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에  날짜와  시간을  기입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날짜를  선택해  주십시요 . 학교  회의  기간은  2019 년  5 월  2 일부터  2019 년  6 월  14 일까지입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or ________________________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첫번째  선택한  날짜                       두번째  택한  날짜                      세번째  택한  날짜  

 

*시간을  선택해  주십시요 .(첵크해  주십시요) 

  

박스에  표시해  주십시요  선택  시간  

 7:59 am to 8:39 am (period 1) 

 8:43 am to 9:26 am (period 2) 

 9:30 am to 10:10 am (period 3) 

 10:14 am to 10:54 am (period 4) 

 10:58 am to 11:38 am (period 5) 

 11:42 am to 12:22 pm (period 6) 

 12:26 pm to 1:06 pm (period 7) 

 1:10 pm to 1:50 pm (period 8) 

 1:54 pm to 2:33 pm (period 9) 

 

____아니요 , 저는  위에  제시된  날짜와  시간에  선생님들과  면담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   하지만  조만간에  이에  관하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 

확인서  

부모님 /보호자분에게 ,  

 

자녀의  가이덴스  카운셀러(Counselor’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와의  면담  신청의  날짜와  시간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  

 

날짜(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간(Time)_________________________ 

                                   
 

 
 

 

Conference Appointment Form Korean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