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Fairfax County ft. PUBLIC SCHOOLS 
~ ENGAGE • INSPIRE • THRIVE 

KOREAN 

제외신청 양식: FCPS 가 제공하는 노트북 

귀하의 자녀 학교에 재학 중인 각 학생은 FCPS 가 제공하는 노트북을 받게 됩니다 . FCPS 가 제공하는 노트북 수령에서 
자녀를 제외하기 원하고 자녀가 개인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시면 , 학교 행정인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행정인들은 개인 소유 노트북 사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의 교육 실행에 
관한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대화 후에도 여전히 자녀가 개인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시면 , 이 
양식에 서명하여 학교 중앙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양식에 서명함은 자녀가 교실에서 개인 소유 기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다음 요구 사항을 귀하가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 

1. 모든 학생은 학습 자료 /내용에 빈번하게 접속하기 위해 노트북이 필요할 것임 . FCPS 가 제공하는 노트북 대신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 , 개인 노트북은 반드시 화면과 키보드가 있는 휴대용 노트북이어야 함 . 학생은 
매일 완전히 충전된 노트북을 가져와야 함 . 스마트폰 , 태블릿 판독기 , 몸에 지닐 수 있는 테크놀러지는 
FCPS 가 제공하는 노트북의 대체품이 될 수 없음 . 

2. FCPS 노트북에 설치해야 하는 라이센스 계약이 있는 FCPS 학생용 애플리케이션을 개인 소유의 노트북에 
설치할 수 없음 . FCPS 라이센스 계약은 개인용 기기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따라서, 학부모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여 개인 소유의 노트북에 설치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 . 학습 선택은 각 학교의 
교사와 팀이 정함 . 가족들은 필요한 소프트웨어 정보를 교사에게 문의해야 함 . 개인용 노트북에서 라이센스가 
있는 소프트웨어로의 접속 불가능은 학생의 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3. 개인 소유의 노트북은 교육용 구글 앱 (Google Apps for Education),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제품 (Microsoft 
Office products), FCPS 가 승인한 인터넷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 (Google Chrome)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Internet Explorer 11) 또는 그 이상의 버전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함 . 

4. FCPS 가 제공하는 노트북은 학교 테크놀러지 팀이 전적으로 지원함 . 개인 소유의 기기는 테크놀러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5. FCPS 는 개인용 기기의 보관 , 분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이 없음 . 

6. 개인 소유의 노트북은 반드시 학교 WiFi 네트워크와 호환되어야 함 . 

7. 개인 소유의 노트북은 매일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학교에 가져와야 함 . 

본인은 상기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고려하였으며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서 FCPS 가 제공하는 학생 노트북 

수령에서 _____________________ 학년도 동안 제외되기를 원합니다 . 
본인의 자녀는 상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개인 소유의 노트북을 매일 학교에 가지고 갈 것입니다 . 
이 양식은 오직 ____________ 학년도에만 유효함을 이해합니다 . 

학교장/학교 행정인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장/학교 행정인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LS-IT-Opt-Out Form FCPS Issued Lap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