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nt International School Manila

Parent Interview Questionnaire
Stud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help the counselors know your son/daughter
better and to help us in writing (wonderful) letters of recommendation. In order to have a
more productive interview, please complete this form before our meeting. Thanks!
Family Information:
Father's name, 아버지 성함: __________________
Occupation, 직업 : ______________________
Undergraduate college, 출신 대학교 : ______________________
Major, 전공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Mother's name, 어머니 성함 : ________________________
Occupation, 직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Undergraduate college, 출신 대학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jor, 전공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list all of your children and what school/university they attended or have attended and their grade level.
*모든 자녀의 이름 및 출신/재학 학교명과 학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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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ould you like admissions personnel to know about your senior regarding the following: • Unusual
talents: REMEMBER give us stories or anecdotes.
*대학입학사정관이 자녀의 특기사항에 대해 알았으면 하는 점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나 일화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What would you like admissions personnel to know about your child regarding the following: •
Academic/intellectual strengths
*대학입학사정관이 자녀의 학업/지적 능력에 관련하여 꼭 알았으면 하는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What would you like admissions personnel to know about your child regarding the following: • Worthwhile
community activities*대학입학사정관이 자녀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련하여 알았으면 하는 점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What are the first two words or phrases that you use to describe your child? (when you are in a good mood):
*귀하의 자녀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첫 두 단어나 문구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장점을
생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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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proud of my child because...(specific examples especially welcome)
*난 내 아이가 너무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 two of your child’s significant qualities/characteristics; then briefly describe incidents/events/ situations
which illustrate these strengths
*자녀의 특출난 자질/특성 두 가지를 명시해 주시고, 이런 강점들을 뒷바침하는 사건, 일화들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Has your child ever overcome any difficult circumstances and if so, how did he/she grow/react/change because
of these?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어떻게 성장/반응/
변하였는 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were writing the letter of recommendation for your son/daughter, what would you like included in the
letter?
*만약 귀하께서 자녀의 추천서를 쓴다면, 추천서에 어떠한 점들을 포함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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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he/she initiated any projects outside of school and carried them through to completion? If so, please
explain. This could include internships, Scouts, Music exams, private study etc.
*자녀가 학교 밖 프로젝트에 참여, 완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쉽,
음악 시험, 개인 학습 등을 포함하셔도 됩니다.

In what areas has your child shown the most development and growth during the past three or four years?
*자녀가 지난 3~4년 사이에 어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발전과 성장을 보여주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Give us any other information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이 밖에 공유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complete this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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