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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이름(Preferred Name)을 사용하십시오… 

이름은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이하 GCPS)는 법적인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애칭(nickname)으로 불리길 

원하거나 중간 이름(middle name)을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영어 이름/서양식 

이름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매일 접합니다. 

GCPS 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이름(이하, 불리기를 원하는 

이름을 뜻함)으로 불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선호하는 이름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교육구의 학생 정보 

체계인, 시너지(Synergy)에 학생의 이름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교육구에서는 시너지상 “애칭” 필드를 

“선호하는 이름” 필드로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신의 법적 

이름 대신 “선호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학생의 부모님/보호자께서는 

GCPS 학부모 포털(Parent Portal)에 있는 ParentVUE 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전에 애칭을 입력하셨더라도, 그 애칭을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GCPS 측에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선호하는 

이름”을 삭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이름을 제공하신 후, 자녀의 

학교에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필요한 변경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께서 시너지에 “선호하는 이름”을 입력하시더라도 

변경이 즉각 이루어지거나 교육구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학생의 이름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다년간에 걸친 변경 과정의 제 1 단계는, “선호하는 이름”을 학급 명부와 출석부 

및 학생 수업 시간표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다음 학사 연도에 시작될 

제 2 단계에서는 학생 이메일 주소와 추가의 학생 자원 및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서 “선호하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호하는 이름”의 추가는 학부모 포털(Parent Portal)에서만 가능합니다. 

학생이 eCLASS 학생 포털(Student Portal)에서 변경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 원하는 학생의 

가족들만 ParentVUE 에서 해당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 측의 확인이 끝난 후, 선호하는 

이름(즉, 학생이 불리기 원하는 

이름)이 교사의 학급 명부, 좌석 

배치도, 수업시간표에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교사 (또는 대리 

교사)가 간단히 학생의 선호하는 

이름을 인식하여 법적 이름 대신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적표, 성적증명서, 개별 교육 

플랜(IEP) 등과 같은 법적이고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계속 자녀의 

법적 이름이 사용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