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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을 위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학생의 장기적 목표를 학생의 학업과 연결해주는
교과과정 프로그램에 따른 대학과 진로 준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6학년 초에 MCPS는 각 학생이 각자의 대학과 진로 계획을 개발하고
중고등학교 동안 이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MCPS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목표, 능력과 기술, 지식과 가치, 그리고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에 관해 알아보고 학생이 더 나은 학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MCPS의 대학과 진로 준비에의
접근방법은 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 MCPS strategic plan와 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 그리고 MCPS
strategic plan에 따른 것입니다.
MCPS Naviance 대학과 진로 계획 플랫폼은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여 대학에 관한 조사와 지원과정을 돕는 중요한 진로계획도구입니다.
MCPS 학생은 MCPS 6학년 12학년에서 카운슬링 교사가 제공하는 수업으로 Naviance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MCPS는 각 학생마다
다른 어카운티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후견인은 자녀의 어카운트와 연계되어 있는 부모님/후견인을 위한 어카운트를 통해 학생
사이트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MCPS는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Naviance와 데이터 공유 각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어카운트는 각 학생이 각자의 대학과 진로 계획을 개발하고 중고등학교 동안 이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MCPS는 학부모/후견인 또는 적격 학생(해당할 경우)에게 학생 계좌를 식별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계좌 식별을 원하지 않을 경우,
1.  학생은 Naviance 온라인 프렛홈을 사용한 수업을 계속 받습니다. 학생의 정보, 학생의 이름이나 MCPS 학생번호 그리고
학업 요소의 일부는 Naviance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학생의 계좌는 식별되지 않는 계좌로 분류되어 매해 학년말에
삭제됩니다.
2. 식별을 원하지 않는 계좌의 절차는 요청 학사연도에만 유효합니다. 학생이 MCPS에 재학하는 매 학사연도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계좌를 계속 식별되지 않는 계좌로 두고 싶으신 경우는, 이 양식에 서명한 후 학생 학교의 카운슬링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귀하의 결정은 학생이 교육적 자료와 기회에 접하는 것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의 커리어 진로 선택에 필요한 가치있는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기회와 장학금의 기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Naviance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MCPS 웹사이트의 MCPS Naviance 학생 페이지를 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career-readiness/naviance-family-connection.aspx
NAVIANCE 학생 계좌 미식별 요청
학생 이름(읽을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CPS 학생번호 # _________________
학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에 적힌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본인은 제공된 정보를 주의깊게 검토하였으며 학생 Naviance 계좌의 미식별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이를 통해 학생이 MCPS의 대학과 진로 준비 프로그램의 교육적 자료와 기회를 온전히 다 접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학부모/후견인/적격 학생 이름(읽을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해당 학생 서명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