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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편람  

 
본인은 자녀를 위한 “학생 편람"을 읽었으며, 그 사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학생편람 사본은 학교나 재단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학교와 재단 사무실에 따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학생편람이 학생들의 규율, 출석, 
학대, 복장과 학년 성적 등에 관한 학교와 MCCSC의 정책을 담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책자  정보  

 
본인은 가족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개인정보에 관한 규칙(FERPA)에 따라, MCCSC가 사전 동의 없이 학생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표창과 상장, 출석일수 등에 대한 책자 정보를 공개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자녀의 
책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이를 서면으로 학교에 요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공공도서관  출입  

 
본인은 이에 자녀의 학교와 MCCSC가 자녀에게 몬로 카운티 공공도서관 카드를 발급하고 그리고/혹은 공공도서관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본인은 자녀의 학교 야외 활동에 대한 감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또한 자녀의 이런 접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책임있는  기술의  사용  

 
본인은 자녀의 책임있는 기술 사용과 관련된 MCCSC의 정책을 열람하였으며 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런 정책은 재단 웹사이트에 MCCSC 학교 이사회 정책과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사본은 학교나 재단 
사무실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7540; 7540.01; 754.02; 7540.03; 7540.04 등이 포함됩니다.  

 
비디오  감시  

 
본인은 학교 이사회 재산을 보호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MCCSC 방문자는 
학교 재산, 학교 건물과 학교 버스에 비디오 감시체제와 전자 감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비디오 
감시/전자 감시로 얻은 정보는 침입자와 규칙과 학교 이사회 정책 혹은 학생 행동규범을 파괴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비디오  공개  

 
본인은 이에 학교와 MCCSC가 아래 목적으로 자녀의 사진 그리고/혹은 비디오 촬영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본인은 MCCSC가 이 사진 그리고/혹은 비디오 영상을 다음 학사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본인이 
교장에게 서면으로 본 동의를 취소하는 것을 통보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 

 
 
학생  서명 :    날짜 :   /  /   

 
 
학부모/보호자  서명 :    날짜 :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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