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urvey (졸업생 설문조사)
PLEASE NOTE: Graduate Survey results are used to assess the impact of student learning and experience at SU.
Your responses will help SU improve student support services, quality of programs and instruction, and services
provided for all graduates. All answers are kept confidential and will in no way reflect negatively on the person
completing this form.
Name(이름):

Student ID# (학생증번호)

Address(주소):

Phone # (전화번호):

Email Address(이메일):

Major (전공):

Degree (학위):

Country of Citizenship (국적):

Graduation Month/Year (졸업날짜 월/년):

1. Are you continuing your education? (Check the appropriate
box) 계속 공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Yes 네
No 아니요 (if no, SKIP to Question 4)

2. If you answered Yes for question 1, where? 1번에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어디에서 공부를 하실 계획이십니니까?
 Stanton University 스탠톤
 Other 다른 학교

3. If marked Stanton University, please proceed to question # 4. If marked other,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before going
on. "다른학교"에 체크 하셨다면 아래의 정보를 기입 먼저 해주시고 스탠톤에 체크하셨다면 4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Name of Institution 학교 이름:

Address of Institution 학교 주소:

4. Are you currently employed or have a prospective position? 지금 현재 직장에 고용된 상태이거나 고용이 될 예정입니까?
 Yes
네
 No 아니요 (If no, SKIP to Question 4e on page 2)
4a. If you answered No to Question 4, please skip to Question 4e on page 2. If you answered Yes to Question 4,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4번 질문에 "아니요" 에 체크하셨다면 6번 질문으로 넘어가시고 "네"에 체크하셨다면 아래에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Name of Employer 고용주(회사) 이름:
Employer Address 고용주(회사) 주소:

Supervisor Name 상관 이름:

Supervisor Title 상관의 직책:

Telephone 전화번호:

Your Job Title 당신의 직책:

Describe your present job 당신의 현재 직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Part-time 파트타임직 (단시간 금무)
What is your monthly income 당신의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Under $500 미만
$500-999
$1000-1499
$2500-$2999
$3000-$3499
$3500-$3999

 Full-time 풀타임직 (정규직)

$1500-$1499
$4000-$4499

$1500-$1999
Over $5000 이상

$2000-$2499

Check the box that best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your job and your field of study. 당신의 직장과 전공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답에 체크하십시오:

 In your field of study 당신의 전공 분야 이다  In a related field 전공과 관련된다  In a field NOT related your studies전공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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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 If yes, have you used the Career Services at Stanton University as a resource? (Check appropriate box) 만약 6번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면 학교의 채용 관련 서비스 (Career Service)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No 아니요 (if no, SKIP to Question 4d)

Yes 네

4c. If yes, which area do you need assistance with? (Check appropriate box). 4b번 질문에 "네"라고 답하셨다면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Resume/Cover letter 이력서/ 첨부편지
 Interviewing Skills 인터뷰 기술
 Other 이 외에 다른 부분:______________________

 Job Search 직업 검색  Job Placement 직업 소개

4d. When did you receive your job offer? 당신이 고용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Before graduation 졸업전
4-9 months after graduation 졸업시점에서 4-9개월 후

1-3 months after graduation 졸업시점에서 1-3개월 후
more than 9 months after graduation 졸업시점에서 9개월 이상 후

4e. If you answered no to question 4, what is your plan for the immediate future? (Check appropriate box) 4번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셨다면 가까운 장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Continue Education 교육을 계속함
 Enroll Military 군대 지원
 Start Family 가정을 시작함
 Health Issue Prevents Working 건강문제로 인해 취업 불가
 Other 이 외의 다른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Please check the box that best describes how useful your educational preparation at Stanton University was for your career plans 아래의
선택지에서 스탠톤 대학교의 교육적 준비과정이 당신의 진로에 얼마나 유용했는지 고르십시오.
 Not Helpful 도움이 되지 않음
 Helpful 도움이 되었음

 Somewhat Helpful 다소 도움이 됬음
 Very Helpful 매우 도움이 되었음

6. Which areas of your educational program at Stanton University did you feel were particularly strong? 스탠톤 대학교에서 어떤 교육
과정이 특별히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Were there any areas of your educational program at Stanton University that you felt could be improved? 스탠톤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중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

8. Please share any advice you have to Stanton University students in your field. 유사 직정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스탠톤 대학교의
재학생/후배들을 위해 조언의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9. Are you willing to have current Stanton University students contact you by email about information related to your field? 괄련 직종에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 현 스탠톤 대학교의 재학생이 당신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취하시는 걸 허용하십니까?

Yes 네

 No 아니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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