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S, NJHS, NEHS 및 National Student Council은 NASSP의 프로그램입니다.  

COPPA 부모 동의서 
부모님께 드리는 공지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 따라, 만 13세 미만 자녀의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는 www.nhs.us, 

www.njhs.us, www.nehs.org, www.natstuco.org, www.nassp.org, 그리고 https://community.nassp.org/home("웹사이트"로 

통칭)을 비롯한 NASSP(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의 웹사이트에서 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NASSP의 COPPA 성명문은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정책(Privacy Policy)에 포함되어 있으며 

https://www.nassp.org/footer/privacy-polic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NASSP에서는 귀 자녀로부터 자녀 또는 부모의 이름뿐만 아니라 귀하의 온라인 연락처 정보를 수집했을 수 

있습니다.  

 

귀 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는 데 있어 귀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허락이 없는 한 귀 자녀에게 NASSP 

웹사이트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NASSP 웹사이트 계정을 통해 NHS(National Honor Society), 

NJHS(National Junior Honor Society), NEHS(National Elementary Honor Society), NatStuCo(National Student Council)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NASSP의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NASSP 콘텐츠, 자료 및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 

 

요청한 정보를 입력하여 본 양식을 작성해주십시오. 본 양식을 인쇄해서 서명하고 스캔하여 이메일 

membership@nassp.org 로 전송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NASSP 에 우편으로 송부하십시오. ATTN: Customer Care, 

1904 Association Drive, Reston, VA 20191. 

클라우드 기반 서버에 제출한 양식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이름:   

자녀의 이메일 주소:   

(부모님의 이메일 주소와 달라야 합니다.) 

자녀의 생년월일(월/일/년):   

학교 이름(필수):    

학교 우편번호(필수):   

가입 프로그램:  NHS  NJHS  NatStuCo  NEHS 

 

 

본 양식에 서명한 후 NASSP로 송부함으로써, 귀하는 NASSP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기술된 대로 귀 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또는 공개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귀하의 이름:   

자녀와의 관계:   

귀하의 이메일 주소:   

(자녀의 이메일 주소와 달라야 합니다.) 

귀하의 전체 우편 주소:   

귀하의 서명:   날짜:   

귀하는 귀 자녀의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수집과 이용을 거부하고자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철회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스캔하여 membership@nassp.org로 이메일 송부하시거나 NASSP(주소: 1904 Association 

Drive, Reston, VA 20191) 앞으로 우편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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