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osset Central School District
99 Pell Lane
Syosset, New York 11791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부모의 권리 장전
Syosset 중앙 교육구는 모든 학생의 데이터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데이터에 관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알고 있어야합니다.
1. 학생의 개인 식별 정보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부모는 자녀의 교육 기록의 전체 내용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학생의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은 기존 주 및 연방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암호화, 방화벽 및

암호 보호와 같은 보호 장치가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전송될 때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타사
계약자는 국립 표준 기술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기술, 안전 장치 및 관행을
채택해야 합니다.
4. 주 교육부에서 수집 한 모든 학생 데이터 요소의 전체 목록은 공개 검토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http://www.nysed.gov/data-privacy-security/student-datainventory 또는
Office of Information & Reporting Services,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Room
863 EBA, 89 Washington Avenue, Albany, NY 12234.
5. 부모는 학생 데이터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교육구의

잠재적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hristine Payne, K-12 Coordinator of
Instructional and Administrative Technology, 99 Pell Lane, Syosset, NY 11791. 교육구는
접수된 불만 사항을 즉시 인정하고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불만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교육부 또는 제3자 공급업체와 관련된
불만 사항은 NYSED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www.nysed.gov/data-privacysecurity/report-improper-disclosure , Chief Privacy Officer,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89 Washington Avenue, Albany, NY 12234, 로 이메일로 이메일로
privacy@nysed.gov 또는 전화로(518) 474-0937
6. 학생의 개인 식별 정보의 데이터 유출 또는 무단 공개의 경우, 제3자 계약자는 위반 또는 무단

공개가 발견된 후 7일 이내에 교육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7. 교육구가 학생, 교사 또는 교장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하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계약에 대한 추가 정보가 이 학부모권리장전에 추가됩니다.
8. 학부모는 주 교육부의 학부모 권리장전: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data-privacy-security/parentsbill-of-rights_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