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horage 교육구

미디어 릴리스 승인 양식
본 교육구는 개인의 사진, 목소리 및/또는 이름을 다양한 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표시된 곳에 날짜와 서명을 제공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예 - 본인은 승인합니다. 본인은 자신의 자녀가 비디오나 오디오, 필름,
사진, 작성된 기사나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참여하고 등장할
수 있게 승인합니다. 이 승인은 Anchorage 교육구에서 수행한 미디어
프로젝트에서 본인 자녀의 이미지, 목소리 및 이름 등을 사용 및 편집하여
발행 또는 방송하거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뉴스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 매체에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자녀의 참여
기회를 고려하여, 본인은 Anchorage 교육구의 임직원 및
계약 업자를 본인 자녀의 이미지, 목소리 또는 이름의 사용 및 편집과 해당
콘텐츠의 사용, 판매, 편집 및 미디어 매체에 공개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클레임으로부터 면책합니다.
❑ 아니요 – 본인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프로젝트에 포함된 본인
자녀의 사진, 목소리 및/또는 이름이 ASD 이외의 매체에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본 양식이 서명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학년도에 발생하는 모든
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해 유효합니다. 선택을 변경하시려면 자녀의 학교에서
언제든지 새 양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
(일, 월, 연도)

학생 이름:
학생 서명:

참여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서명이 요구됩니다.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이름: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서명:

Zangle 기본값: 거부됨

수정일: 2017/02

학생 미디어 필리스 승인 양식
다음의 경우 학부모가 서명한 미디어 릴리스 양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일상적인 교실/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익명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 대중에게 공개된 음악, 연극 또는 운동 이벤트 등에서 이루어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이나 인터뷰.
다음의 경우 학부모가 서명한 미디어 릴리스 양식은 반드시 요구됩니다:
• 학생 이름을 공개하는 인터뷰를 받거나 사진/뉴스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 특정한 학생(들)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다루어진 경우.
• 특수 교육 학급/서비스를 받거나 특별 프로그램(약물/알코올, 구류/작업
등)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진, 비디오를 촬영하거나 인터뷰한 경우.
• 자녀의 사진, 비디오 또는 인터뷰가 부정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