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2022-2023 학부모/학생 핸드북
인명록 및 GPA 정보 공개 양식
17 세 이하의 학생과 18 세 이상의 성인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인명록 정보 공개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49073 에 따라, 학군은 다음과 같은 범주의 정보를 승인된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 학생 인명록 정보로 식별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현재 및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 출석 날짜 및 학위, 우등생 (honor) 및 수상. 이 법은 또한 대학 학자금 지원 신청을 위해 12 학년 학생의 이름, 연락처
정보, 학생 ID, 졸업 날짜 및 GPA 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명록 정보를 제한하거나 보류하는 요청은 현재 학년도에만 적용되며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인명록 또는 GPA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방지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교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교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자녀의 인명록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1

학교 이름:

날짜:

학생 이름 (정자체):

생년월일:

주소:

도시:

우편 번호:

전화 번호:

학년:

1. 아래에 체크한 상자의 기관에 대해 위에 이름이 지정된 학생의 인명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 나열된 각 승인된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해 학생 디렉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승인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에게 학생 디렉토리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 양식의
항목 5 로 넘어가십시오.

학생 인명록
정보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선출직 공무원

교육구는 다음을 학생
주소록 정보로
식별했습니다:

L.A. 카운티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이름, 주소, 전화번호,

L.A. 카운티 보건 관련 서비스국

생년월일, 현재 및 가장

L.A. 카운티 정신 건강국

최근에 다녔던 학교(들),

L.A. 카운티 보호관찰국

출석 날짜, 학위, 우등생

L.A. 통합학군 학교 기반 의료 제공자

(honor) 및 수상.

L.A. 어린이 건강을 위한 신탁
학부모 교사 학생회 (PTSA)

2. 다음은 1 학년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된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현재 학교를 LA 시 하우징 + 커뮤니티 투자부[L.A. City Housing +
Community Investment Department, (HCIDLA)]에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HCIDLA 는 Opportunity L.A.’s®의 어린이
저축 계좌 (Children's Savings Account) 계획을 관리하여 등록된 LAUSD 1 학년 학생 한명 당 초기 50 달러 예금으로 무료
교육 예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3. 다음은 11 학년 및 12 학년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된 학생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아래에 체크 표시된 기관에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 육군 (미군) 모집 기관
대학, 4 년제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
4. 다음 사항은 12 학년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또는 학위를 전국학생교환소(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에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국학생교환소는 교육구가 현재 LA 통합 학생의 대학 준비 상황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동창들의 대학 등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5. 다음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인명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이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위에 이름을 올린 학생의 경우, 어떤 개인, 단체 또는 관계자에게도 인명록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 (학생이 18 세 미만인 경우)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학생 서명 (학생이 18 세 이상인 경우)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학군은 승인된 개인, 단체 및/또는 공무원과 학생 인명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