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설문 조사, 기록, 교과과정 , 사생활, 관련된 권리 및제외선택 

양식들에 관한 2022-23학년도 연례 공고 사항 
Fairfax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생과 가족의 개인 정보 (방침 1445 참조)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학부모가 다음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 그리고 정보가 취급되는 방식을 인지하고 있기 바랍니다 : 

 학생들에게 실시되는 특정 설문조사에 자녀가 참여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자녀의 참여를 동의하거나 

자녀를 참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 
 교육 교과과정의 일부로 사용되는 모든 학습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 
 학생의 학업 기록검토 , 학업 기록에 대한정정요청 , 학생개인 신상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있는학부모 및 

자격을 가진 학생의 권리를 포함하여 학생의 학업 기록에 관한 FCPS 의 유지 , 보유, 공개 규칙들 . 
 졸업 사진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FCPS 가 학생 정보를 공개할 때 이러한 공개에서 학생을 제외할 수 

있는 학부모 및자격을가진 학생의권리 . 
 군대 신병 모집관에게 중고등학생들의 이름 , 주소, 전화번호를 FCPS 가 공개할 때 이러한 공개에서 학생을 

제외할 수있는학부모및학생의 권리 . 
 주법이 요구하지 않는 신체검사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 
 FCPS 의 학교 상담 프로그램인 학업 상담 , 진로 상담 및 /또는 사회적 또는 정서적 상담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 
 모든 학생의 도서관 이용 패스 (LEAP) 프로젝트의학생 참여및 이프로그램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 
 자녀의 Tutor.com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 
 사회-정서적학습 검사의 학생 참여및 이검사에서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학부모의권리 . 
 위에서 언급된 학부모 또는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 학부모와 학생이 불평 /불만을 

제기할 수있는절차 . 

설문조사, 기록, 교과과정 , 사생활, 관련된권리에관한 연례공고사항 및제외 선택양식 (연례 공고 )에서 FCPS 는 

위에서 언급한 권리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자녀를 제외하는 선택을 행사할 수 있는 제외 선택 양식도 제공합니다 . 
유치원-8 학년 그리고 9-12 학년을 위한 2개의 연례 공고 사항이 있습니다 . 공고 사항 및제외선택에관한 권리는 

학년에 따라 다르므로 각기 다른 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의 학년에 해당하는 연례 공고를 읽어야 합니다 . 

연례 공고 및 제외 선택 책자의 전체를 온라인에서 이용하려면 (Adobe Acrobat 이 필요함 ): 

 http://www.fcps.edu 를 방문하여 ‘Opt-Out Booklets ( 제외 선택책자)’를 검색할 것 

 ‘유치원-8 학년’ 또는 ‘9-12 학년’ 버전을 선택할 것.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의 교장실에 인쇄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활동 가운데 자녀의 참여를 

제외하기 원하는 활동이 있다면 , 여러분은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자녀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8115 Gatehouse Road 
Falls Church, VA 22042 

https://go.boarddocs.com/vsba/fairfax/Board.nsf/files/CDXRMG6E4658/$file/P1445.pdf
http://www.fcps.edu
https://Tut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