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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 정보 공개에 대한 부모의 거부 양식   

 
가족의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학교 시스템은 등록 학생의 전화번호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정보에는 학생의 이름, 주소, 생일,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과 스포츠의 참여 여부, 키와 체중(운동부 학생의 경우), 
등교일, 학위 및 수상 경력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이 볼티모어 카운티 공립학교(BCPS)가 학생의 
전화번호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리려면 반드시 서면 또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셔서 이를 이번 학년도의 10월 1일 또는 학생의 학교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의 교장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희망 사항을 표현하지 않으시면 BCPS가 귀하 학생의 전화번호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전화번호부 정보 공개에 대한 부모의 개인정보 공개 거부 양식 
 

1. 귀하는 BCPS가 귀하 자녀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미합중국 모병관에게 공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2. 귀하는 BCPS가 귀하 자녀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대학교 또는 직업학교와 같은 고등 교육 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3. 귀하는 BCPS가 Boys and Girls 클럽, YMCA, 보이/걸 스카우트, PTA, 부스터(Booster) 클럽, 학교에서 사진을 찍는 
학교 연감 회사 및/또는 다른 대행사와 업체 등의 기관에 귀하 자녀의 전화번호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4. 귀하는 BCPS가 귀하 자녀의 전화번호부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작성 후 이 부분을 귀하 자녀의 학교로 제출하십시오. 
 

2013-2014학년도 전화번호부 정보에 대한  
부모의 개인정보 공개 거부 양식  

학생의 성 학생의 이름 
            
학교 학년 교사 
                  

 
아래에서 BCPS가 실행을 원하는 내용에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십시오  
 
1. 내 자녀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미합중국 모병관에게 공개하지 마십시오.  
2. 내 자녀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고등 교육 기관에 공개하지 마십시오.  
3. 내 자녀의 전화번호부 정보를 모든 학부모, 교사, 학생, 졸업생, 회사, 대행사 또는 이 그룹의 복합 기관에 
공개하지 마십시오. 

 

4. 내 자녀의 전화번호부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마십시오.  
 
학부모 서명  날짜  
         

뒷면을 읽으십시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Office of School Safe y의 매니저인 April K. Lewis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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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카운티 공립학교 
 

통신 및 지적 재산에 대한 부모의 개인정보 공개 거부 양식 
 
귀하의 자녀가 통신을 사용하거나, 사진이 찍히거나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되는 것 및/또는 학교 후원 행사 및/또는 학교 수업 중에 
음성이 녹음되는 것, 또는 귀하 자녀의 지적 재산이 발표, 재생산 및/또는 표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반드시 정보 공개 거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보 공개 거부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귀하는 자녀가 통신의 사용을 원치 않는 것 및/또는 자녀의 지적 재산이 발표, 재생산 및/또는 
어느 곳에도 전시되는 것을 원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반드시 통신 및 지적 재산에 대한 부모의 개인정보 공개 거부 
양식을 작성하신 후 이 신청서를 귀하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교장에게 이번 학년도의 10월 1일 또는 학생의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내셔야 합니다. 희망 사항을 표현하지 않으시면 귀하는 자녀의 통신 사용을 허가하고 BCPS에게 학생의 지적 재산의 
발표, 재생산 및/또는 전시되는 것을 을 허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1. 만약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통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그 아이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 연결된 어떤 
컴퓨터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귀하 자녀는 디지털 학습 자료와 BCPS가 사용권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사는 전체 학급의 발표, 시범 및 다른 교사가 인도하는 강의를 위해서는 통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귀하 자녀가 사진이 찍히거나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되는 것 및/또는 음성이 녹화되는 것, 또는 자녀의 이름 또는 성으로 
식별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귀하 자녀의 사진은 학교 내 어느 곳에서도 전시 또는 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 자녀의 
사진은 학교 연감, 추억집, 추억의 비디오, 스포츠 팀, 클럽 또는 다른 어떤 배포되는 디지털 미디어 또는 웹사이트의 
일부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귀하 자녀의 사진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사진과 다른 학생, 교사, 사진사 또는 회사 직원이 
찍은 사진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귀하가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 중에 만들어진 귀하 자녀의 지적 재산 및/또는 모든 창작물, 뉴스레터, 출판물, 방송물 
또는 상업적 뉴스 방송 미디어 동안의 학습 경험을 BCPS가 발표, 재생산 및/또는 표시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귀하 자녀의 
지적 재산은 학교 또는 학교 시스템 수준의 웹사이트, 포드캐스트, 비디오 제작, 교육 채널 제작, 방송 또는 상업적 뉴스 
미디어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사진을 뉴스 미디어에 제공하는 학교 스태프나 학생 또는 뉴스 미디어 
사진사에 의해 사진이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작성 후 이 부분을 귀하 자녀의 학교로 제출하십시오. 
 

2013-2014학년도 통신 및 지적 재산에 대한  
학부모 개인정보 공개 거부 양식  

학생의 성 학생의 이름 
            
학교 학년 교사 
                  
아래에서 BCPS가 실행을 원하는 내용에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십시오  
 

1. 내 자녀가 BCPS 통신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2. 내 자녀의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테이프로 녹화하거나 그리고/또는 음성을 녹음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활동 및/또는 학교 수업 중에 내 자녀의 이름 또는 성을 사용하여 식별하지 마십시오. 
 

3. 학교에서 후원하는 행사 및/또는 학교 수업 중에 재생산된 내 자녀의 지적 재산을 어떠한 자료, 뉴스레터, 홍보물, 
방송 또는 상업적 뉴스 방송 미디어에 발표, 재생산 및/또는 표시하지 마십시오. 

 

학부모 서명  날짜  
         

뒷면을 읽으십시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Office of School Safe y의 매니저인 April K. Lewis에게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