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으면 833-543-7473 번으로 문의하세요.

학부모/보호자 수신거부 통지
학부모/보호자님 귀하:
뉴욕시 교육청(“DOE”)은 비영리 단체인 NYC Kids RISE 와 제휴하여 NYC Kids RISE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30 학군
유치원생들에게 NYC 장학금 계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자격을 갖춘 고등 교육 비용을 위한 기금을 운용하는 뉴욕의 529
College Savings Program Direct Plan 계좌입니다.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등록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NYC 장학금 계좌를 개설하고 NYC Kids RISE 가 $100 를 입금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NYC Kids RISE 에 제공해야 합니다. NYC Kids RISE 는 VistaShare 라는 회사와 협력하여 참가자 정보를 저장하고 온라인 포털을
관리하며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포털은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연방법인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은 DOE 가 학생의 동의없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 주어진다면 DOE 는 특정 제한을 지닌
상태로 "명부 정보(Directory Information)"라고 하는 귀하와 귀하의 자녀에 대한 특정 세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NYC Kids
RISE 및 VistaShare 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만 이 명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광고, 마케팅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명부 정보를 판매, 사용 또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NYC Kids RISE 및 VistaShare 는 다른 사람에게 명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NYC 장학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뉴욕시 장학금 계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고유의 학생과 학부모 식별 번호, 성명, 생년월일, 집 주소,
집 주소 변경 여부, 집 전화번호, 학교 이름, 현재 학년,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및 해당되는 경우 NYC 공립학교 시스템 내외부
모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여부. 또한 다음과 같은 학부모 정보가 필요합니다: NYC 장학금 계좌당 최대 2 명의 학부모/보호자에 대해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 및/또는 다른 전화번호.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귀하의 자녀가 2018 년 1 월 말까지 30 학군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1.

자녀가 NYC 장학금 계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녀의 명부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면 2018 년 1 월 4 일까지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자녀의 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833-543-7473 번으로 문의하세요.
자녀의 명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가 NYC 장학금 계좌를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자녀가 어떠한 NYC 장학금 계좌 기금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의 이름:

학생의 성:

학교 이름:

학생의 공식 클래스:

학부모/보호자 이름:

서명:

날짜:

OFFICE NOTE: FOR DISTRIBUTION ONLY TO KINDERGARTEN STUDENTS WHOSE FIRST DATE
OF SCHOOL ATTENDANCE OCCURRED BY NOVEMBER 27, 2017
Please keep any returned Notice in the student’s Cumulative Folder indefinitely.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