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학생 기기 대여 프로그램의 책임감 수용 및 가정에서의 사용 동의서
학부모/보호자 그리고 학생은 다음 조건에 동의합니다:
1.

학부모/보호자 그리고 학생은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 허용 가능한 네트워크
사용 정책, 책임있는 사용 지침을 검토할 것임. 이 문서는 학교와 학교 밖에서의 학생 기기 사용과
취급에 적용됨.

2.

학생 기기는 서명한 학생만이 사용하도록 지정될 것임.

3.

학생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은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레크레이션이나 직장 일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됨.

4.

FCPS 는 사용 자료, 접속 시간 및 날짜, 인터넷 검색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치된 여과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을 소환하여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5.

FCPS 는 기기에 저장 또는 접속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포함한 학생 기기의 내용을 언제든지
소환하여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6.

FCPS 교육 프로그램과 상관없는 기기 사용 (개인용 게임이나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일 등을 포함하여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금지함.

7.

일단 학생 기기가 반납되면, 학생이 기기에 저장하였던 자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임.

8.

학생 기기에는 학생이 유해하고 부적합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인터넷 내용 여과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음. 학부모와 보호자는 학생의 기기 사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9.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이 요청할 때에는 학생 기기 및 모든 부속품을 즉시 반납해야 할 것임.

10. 학부모/보호자 그리고/또는 학생은 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 학부모/보호자는 기기가 훼손된
장소와 상관없이 학생의 부주의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훼손에 대해 학교에 변상해 줄 것을
동의함.
11. 학부모/보호자는 학생 기기를 분실, 도난, 훼손시에 해당 경비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변상할 것임.
(Insert School Name)
부과될 변상 비용은 기기 및 부속품에 대한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 기기를 분실, 도난, 훼손시에
학부모/학생은 기기 대체를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5 일 (근무일) 이내에 학교에 연락할
것을 동의함. 기기의 분실 또는 도난시에 대체 비용을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면,
학부모/보호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 상담교사에게 연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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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기기 사용
FCPS 가 제공하는 기기 대신에 개인 소유 기기를 사용할 학생은 이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개인 소유 기기 사용에 대한 염려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1. 모든 학생은 자주 학습 자료/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가 필요할 것임. 만약 FCPS 가 제공한
기기 대신에 개인 소유 기기를 사용한다면, 해당 개인 소유 기기는 반드시 키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육 및 마이크로 소프트 사무용을 위한 구글 앱에 호환되는 것이어야 함.
스마트폰은 대용 기기로 허용되지 않음.
2. 어떤 FCPS 학습 애플리케이션은 개인 소유 기기에 설치하도록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람.
3.

개인 소유 기기에는 학교의 테크놀러지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것임.

4.

개인 소유 기기는 반드시 학교의 와이-파이에 호환되는 것이어야 함.

자녀는 FCPS 가 제공하는 기기 대신에 개인 소유의 기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학부모/보호자 이름

학생 이름

학생 번호 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날짜

학생 서명/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