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FCPS 신뢰 방침의 주요 사항: 
신뢰 방침은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 의 학생 및 가족들이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공개될 
것에대한두려움 없이 FCPS 의 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FCPS 를 Fairfax 카운티의 공공 
신뢰 및 기밀 유지 정책과 일관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모든 학생 및 가족들을 위해 안전하고 환영하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교육위원회의 확약을 확인함 . 

구성 요소 FCPS 직원 및 행정인의 의무 

기밀 유지 모든 직원: 
●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학생 및 가족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고 , 관련 FCPS 방침 및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 에 따라서만 공개할 것 

● 학생과 가족들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지 말 것 

● 오직 규정 4220 에 따라서만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 모든 직원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것 

안전하고 환영하는 
환경 조성 

모든 직원: 
●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확실히 하고 , 영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것 

● 무료 및 할인가 급식 프로그램 , 교통편 , 교육 학습을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학교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 

● 모든 학생과 가족들이 학교를 환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인식하도록 할 것 

학교기관 법률 
자문 사무처와의 

조정 

모든 직원: 
● 정보 또는 기록에 대한 이민 집행관이나 대리인의 모든 요청은 검토를 위해 학교기관 

법률 자문 사무처에 회부할 것 

● 학교기관 법률 자문 사무처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학교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말 것 

일반적인 이해 
보장 

행정인: 
● 수집되거나 공개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 기밀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지침을 포함하기 위해 방침의 준수를 확실히 하고 직원 및 /또는 

지역사회 협력자들에게 기대 사항을 전달할 것 

● 학교 관련 조사 및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 관리 및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 

● 적절한 징계 조치를 활용하여 이 방침의 위반을 해결할 것 

● 학교 지원 경관 (SROs) 은 범죄 수사를 실시하는 반면 일상적인 학교 징계 문제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학생 및 가족들에게 조언하고 , 징계 문제에 대한 학교 관련 

조사, 학교 지원 경관의 범죄 수사 및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 관리 및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 

● 직원, 내부 이해관계자 , 학부모 주도 단체 (예: PTAs, PTOs ( 학부모 -교사 협회 ), 후원 클럽 ) 
및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학부모 및 지역사회 그룹에게 교육을 

제공하거나 그리고 /또는 관련 정보를 이들과 분명히 공유할 것 

FCPS 직원으로서 우리 각자는 신뢰 방침을 준수하고 설명된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역할과 공동 책임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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