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학부모님과 가족분들께,
먼저, 칼튼 대학 커뮤니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다가오는 가을, 귀댁의 자녀가 노스필드에 안전히
도착하기까지 칼튼 대학은 학부모님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이 편지가 이번
여름 칼튼으로부터 오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은 2021년 9월 9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go.carleton.edu/newparents 링크를
클릭하시어 자세한 오리엔테이션 스케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링크에 칼튼 대학과 학부모 위원회가 공동 작성한 Family Guide 또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가이드에는 새 학부모님들과 가족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학생 개인정보처리방침,
학부모 알림, 그리고 그 밖의 대학 제도들이 상세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칼튼대학은 학생들이
커뮤니티에 정착하기까지 학부모님들께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이 가이드 또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6월 14일 오후 6시 CDT (오후 7시 EDT / 오후 4시 PDT) 에 칼튼 대학
입학사정관이자 학자금 주임인, Art Rodriguez ‘96 가 주최하는 Zoom 세미나에 학부모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칼튼대학, 학생 생활, 그리고 코로나 관련 대학 지침등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말에 이메일로 초대장이 보내질 예정이니,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go.carleton.edu/newparents 에 들어가셔서
연락처를 꼭 컨펌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대학 교수진들과 스텝들은 다음 4년동안 귀댁의 학생이 어떠한 성장과 변화를
이뤄나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까지 저희에게 자녀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관련 어떤 부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망설여지시거나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칼튼 대학이 되길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롤린 H. 리빙스턴, Ph.D
학생 생활 부총장, 학생주임
올림.

친애하는 학부모 여러분들께,
칼튼 대학 Class of 2025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 저희를 비롯한 칼튼 커뮤니티와 학부모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학부모위원회의
공동대표로써, 대학 제도들에 대해 조언하고 학부모들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칼튼 대학을 믿고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칼튼으로 보내주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순탄케 하기 위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go.carleton.edu/parents 링크에 들어가셔서 Parent/Family Gateway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ateway 는 칼튼 대학 제도나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양한 캠퍼스 오피스들의 웹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링크에서 캠퍼스 뉴스, 학업일정표, 학부모알림문,
세미나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Gateway의 “Information and Policies” 탭 아래, Family Guide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내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가이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Advice for Parents” 섹션에는 학생이
칼튼에서 생활하며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고 경험할지, 그리고 이에 대해 부모님으로써 어떻게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해 몇가지 팁이 적혀있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학생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학부모
알림 정책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어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칼튼 대학 선에서 개인적인 학생 생활에 대해
디테일하게 보고하기까지는 제한이 있으니, 자녀와 함께 대학생활 동안 어떻게 서로와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Gateway의 “Parent Services” 탭 아래 Family Directory에 접속하시면 등록된 모든 부모님들의 주소와 이름,
학생 년도수, 그리고 그 밖에 연락처들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칼튼 학생 학부모님들과 교류하실
때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Directory는 7월 1일 이후, 아이디: parents, 비밀번호:
knights2021 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Directory에 게시된 모든 학부모 정보들은 칼튼 커뮤니티 내에서 공적 정보로 간주되오나, 만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의 연락처가 게시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apps.carleton.edu/parents/update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정보 공개 범위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부모님들과 이메일 또는 온라인 상으로 연락하시려면:
● apps.carleton.edu/parents/list 에 들어가셔서 학부모 이메일 리스트에 구독하시거나,
● Carleton College Parents Group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부모분들께서 칼튼 대학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였음을 느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칼튼
대학의 뛰어난 학구적인 환경과 학생들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 속에서 자녀는 지적이고 현명한 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될것이고, 이 모든 경험들은 자녀의 인생에 있어 뜻깊은 한 획이 될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자녀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림문에 적힌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그 밖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Office of the
Dean of Students (507) 222-4075 으로 연락주시거나, 조 배것 (Joe Baggot, Class Dean For First-Year
Students) 에게 이메일 jbaggot@carleton.edu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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