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오셋 중앙 학구 

99 Pell Lane 

Syosset, New York 11791 
 
 

 

데이터 보호 및 보안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 장전 
 

 

시오셋 중앙 학구는 모든 학생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데이터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 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학부모님에게는 자녀의 교육 기록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학생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의 기밀성은 현 주법 및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고, 데이터의 저장 

또는 전송 시에는 암호화, 방화벽 및 비밀번호 보호와 같은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제삼자인 계약자가 국립 표준 기술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기술, 보호 조치 및 

관행을 채택해야 합니다. 

4. 주 교육부에서 수집한 모든 학생의 데이터 요소 전체 목록은 다음 주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ysed.gov/data-privacy-security/student-data-inventory 또는 뉴욕주 교육부 정보 및 보고 

서비스 사무소에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주소: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Room 863 EBA, 89 Washington Avenue, Albany, NY 12234). 

5. 학부모님은 학생의 데이터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학구의 잠재적인 데이터 침해에 관련된 불만 사항을 Joanne Mannion 교육 과정, 

연구 및 기술 부교육감(99 Pell Lane, Syosset, NY 11791)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오셋 중앙 

학구는 제기된 불만 사항의 접수 사실을 즉시 알린 후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오셋 중앙 학구는 

조사에서 확인된 자세한 답변을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주 교육부나 교육부의 제삼자 업체에 관련된 불만 사항은 뉴욕주 교육부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89 Washington Avenue, Albany, NY 12234)에게 

서면 또는 CPO@mail.nysed.gov.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6. 데이터 침해 또는 학생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공개가 발생한 경우, 제삼자 

계약자가 법률에 따라 해당 데이터 침해 또는 승인되지 않은 공개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군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7.   학군이 학생, 교사 또는 교장의 데이터를 제삼자와 공유하는 계약을 제삼자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추가 정보가 본 학부모 권리 장전에 추가됩니다. 

8.  주 교육부의 학부모 권리 장전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 / www.nysed .gov/common/ 

nysed /files/ programs/student-data-privacy /parents-bill-of rights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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