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enview 34학군

학군 iPad 일대일 개별학습계획(District iPad One-to-One Personal Learning Initiative)

학생/학부모 안내서
정책, 절차 및 정보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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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일대일 개별학습계획은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학습자에게 툴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우수성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의 지속적인 통합을 요구합니다. 연구자료와 교내 보고서에 따르면, 일대일
교육환경에서 컴퓨터장치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체계적이고 높은 참여도, 양호한 출석률, 빠른
지식습득 속도, 높은 기술이해도를 보일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잘 만들거나 고안해냅니다. 기술이용
증대는 이처럼 미래에 필수적이며 애플사의 iPad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습툴 중 하나입니다. iPad의
이동가능하고 개별적이며 맞춤식 사용은 학생에게 자발성을 부여하여 잠재성을 최대로 발휘하고 다음 학습과정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애플사의 iPad는 학습 참여도와 접근도를 높여주는 장치입니다. 학습은 학생, 교육자, 학부모
및 확장된 교육 커뮤니티 간의 지속적이며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기술 침투로 인해 교사의 필수적인
역할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iPad를 통한 효과적 교육과 학습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기술과 교육과정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1.0 일반적 정보
이 문서에 수록된 정책, 절차, 정보는 Glenview 34학군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군 소유의 모든 iPad("학군 iPad")와
부속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군 iPad 사용할 때 이사회의 모든 정책과 규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정책 및 규칙은 아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정책 6:235 - 전자 네트워크의 접속 : 자원공유, 혁신, 소통 촉진을 통한 교육 우수성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학군
소유의 컴퓨터와 모바일 장치, 인터넷, 학군의 로컬 및/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군의 전자 네트워크("네트워크")는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자는 이 정책을
위한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며, 시스템 관리자를 임명할 것입니다. 학군은 네트워크 사용 시 손실 또는
손상되거나 이용불가한 정보나 인터넷으로 검색되거나 전송된 모든 정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학군은 네트워크 접속으로 발생된 승인되지 않은 비용 또는 요금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 전체를 확인하려면 학군 웹사이트 - 이사회 - 학군 정책에 접속하십시오
정책 7:180 - 따돌림과 괴롭힘 : 따돌림, 협박, 괴롭힘은 학생의 학습능력과 학교의 교육능력을 저해합니다.
학군은 이같은 학생들의 방해 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책 전체를 확인하려면
학군 웹 사이트 - 이사회 - 학군 정책에 접속하십시오
정책 7:190 - 학생 처벌조치 : 학교행정은 중대한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범한 학생에게 처벌조치를 내릴 권한을
가집니다. 중대한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는, 교육 이사회가 정책에서 정한 바, 죄질이 나쁘고(나쁘거나), 학교
측에 상당한 손실, 지장, 학교와 연관된 활동/다른 학생의 권리/학교직원에 대한 물리적 방해, 이에 준하는
위험을 가하거나 충분히 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행동, 행위, 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정책
전체를 확인하려면 학군 웹 사이트 - 이사회 -학군 정책에 접속하십시오

1.1 본 인 이 속 한 학 군 iPad 받 기
학군 iPad는 학기 초에 또는 학기초반에 열리는 iPad 설명회에서 배분됩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본 안내서 후반부에 있는
전자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승인 양식, 학군 iPad 사용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하고
제출해야 자녀에게 학군 iPad가 배정됩니다. 학부모는 학군 필터, 웹 툴/앱 및 온라인 계정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읽고
이를 확인하는 체크표시를 해야 합니다.

1.2 학 군 iPad 반 납
학군 iPad 및 부속품은 매 학년도 마지막주에 담임교사/기술협력팀의 도움을 얻어 Glenview 34학군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학생이 해당 학년도 도중에 Glenview 34학군에서 전학을 가는 경우, 학군 iPad는 전학가는 시점에 학교 사무실로 반납해야
합니다. Glenview 34학군에서 중퇴하거나 제적당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등록이 종료되는 학생은 종료일자에 소지하고
있던 학군 iPad와 부속품을 학교 사무실로 반납해야 합니다.

1.3 손 상 , 손 실 , 미 반 납 에 대 한 책 임
이사회 정책 7:170, 공공기물파손, 에는 "이사회는 공공기물파손 또는 학교 자산에 손해를 가하는 학생의 기타
행동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배상을 요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군 iPad와 부속품은
학교의 자산입니다.

학생이 학군 iPad를 학년 말 또는 Glenview 34학군 등록이 종료되는 시점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은 형사기소를
당하거나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학생은 학군 iPad 교체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학군 iPad를 반납하지 않으면
Glenview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당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학생은 담임교사 또는 기술협력팀에게 학군 iPad의
손상/손실에 대해 즉각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학년도에 1회의 실수로 인한 손상에 대해 처음으로 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됩니다. 고의적으로 보이는 손상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비용이 모두 청구되며 학교 학군이 정한 바에 따라 장치의
교체 또는 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보관케이스, 충전기, 케이블과 같은 부속품의 손상, 분실, 도난에 대해서는
학부모/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부속품이 손상되거나,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학군이 달리 해당 비용을
면제해주지 않는 한 학부모/보호자는 학군이 제공한 부속품의 교체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2.0 학군 iPad 관리
학생들은 학군이 배분한 학군 iPad의 일반적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고장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군 iPad는
가능한 한 빨리 학습자원센터를 통해 기술부서로 보내 장치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1 일 반 적 예 방 책

•
•
•
•
•
•
•
•
•

화면 세척 시 모든 종류의 세정제 사용을 금하며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만 사용하십시오.
손상방지를 위해 학군 iPad에 코드와 케이블을 주의해서 꽂아야 합니다.
학군 iPad는 Glenview 34학군 자산에 속하지 않는 문구, 도안, 스티커, 라벨로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
학군 iPad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학군 iPad를 절대로 잠겨있지 않은 사물함이나 차 안 또는 감독이 없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34학군 직원의 지시없이 자신의 장치를 다른 학생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버스로 이동 시 iPad를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있는 날 학군 iPad의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군은 사용되는 학군 iPad당 보호용 케이스를 각각 제공할 것입니다.

2.2 학 군 iPad 휴 대 , 보 관 , 버 스 이 동 , 보 호
학군 iPad에 제공되는 보호용 케이스는 충분한 안감이 있어 일반적 관리상태 시 학군 iPad를 보호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장치를 휴대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학군 iPad는 항상 보호용 케이스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학군 iPad 휴대 시 과도한 압력과 하중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기타 물건(폴더 및 교과서)을 담는 가방칸에 학군 iPad를 넣어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 학군 iPad는 물병 또는 기타 액체가 보관된 장소에 함께 넣어서 휴대, 보관,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학군 iPad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학군 iPad를 가방, 책상 또는 기타 위치에
보관 시 그 위에 어떤 물체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 학생들은 학군 iPad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되면 매 저녁마다 그렇게 하도록 권장됩니다.
● 학군에서 제공된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거나 기다릴 때 모든 iPad를 닫아서 학생 가방 안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 방과 후 학군 이외에서 제공된 교통수단을 기다릴 때나 교실 밖의 학교 부지에 있을 때 모든 iPad는 학생 가방
안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학군 iPad는 학교에서나 또는 집에서 학부모의 차 안에 보관해두어선 안 됩니다. 학생이 학군 iPad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 경우, 담당교사가 있는 보관 공간에 맡겨둘 수 있습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학군 iPad를 감독이 없는 장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이 없는 장소에는 학교부지, 캠퍼스,
구내식당, 도서관, 문이 안 잠겨진 교실, 탈의실, 복도 및 기타 감독이 없는 모든 공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간에 둔 학군 iPad는 도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이 없는 장소에서 발견된 학군 iPad는 학습자원센터나
교장실로 넘겨집니다. 본인의 학군 iPad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학교장/기술협력팀을 만나야 합니다.

2.3 화 면 관 리
학군 iPad 화면은 함부로 다루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화면은 과도한 압력을 받아 생긴
손상에 특히 취약합니다.
● 학군 iPad 상부나 화면에 기대지 마십시오.
● 학군 iPad 가까이에는 화면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놓지 마십시오.
● 커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용 케이스 안에 넣지 마십시오.
● 부드럽고 마른 천이나 정전기 방지용 천으로 화면을 세척하십시오.
● 학군 iPad가 사물함, 벽, 차문, 바닥 등에 부딪히면 결국 화면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4 학 군 iPad 식 별
학군 iPad에는 학군이 명시한 대로, 각 건물마다 다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학군 iPad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일련번호 기록
Glenview 34학군의 자산임을 나타내는 라벨
학교 직원이 붙여 놓은 학생의 이름/성/웹 ID

3.0 학교 내 학군 iPad 사용
학군 iPad는 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교사가 예상하는 학군 iPad 사용 용도 이 외에 학년 별
학교 메시지, 공지, 캘린더 및 일정을 학군 iPad 컴퓨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교사가 학군 iPad를 지참하지
말라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학생들은 본인의 학군 iPad를 모든 수업에 지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1 집 에 두 고 온 학 군 iPad
학군 iPad를 반복하여 집에 두고 온 학생들은 학군 iPad의 가정 내 권한을 2주간 상실하게 되며 본인의 학군 iPad를 교내
담임교사가 있는 곳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3.2 수 리 중 인 학 군 iPad
본인의 학군 iPad를 학습자원센터를 통해 기술부서에 수리 접수한 경우에 해당 학생은 임대용 학군 iPad를 발급받게
됩니다. 임대용 학군 iPad를 발급 시 이용가능 여부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학 군 iPad의 배 터 리 충 전
학군 iPad는 완전히 충전상태로 매일 학교에 지참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학군 iPad를 매일 저녁 충전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연속되지 않더라도 3일 이상) 해당 학생은 학군 iPad의 가정 내 권한을 최대 2주간
상실하게 되며 본인의 학군 iPad를 교내에 담임교사가 있는 곳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3.4
사 진 /비 밀 번 호 /화 면 보 호 기 /배 경 사 진
장치로 부적절한 매체를 이동, 확인, 이메일전송,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매체는 화면보호기 또는
배경사진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매체에는 총, 무기, 포르노물/상당히 노골적이거나 부적절한 언어표현, 술,
마약 그리고
범죄조직 관련 기호나 그림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부적절한 매체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학생들은 이사회 정책, 절차와 학군 행동수칙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학생이 이메일로 부적절한 이미지나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교사, 교직원, 학부모) 성인에게 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군 iPad 로그인에 필요한 패스코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3.5 사 운 드 , 음 악 , 게 임 또 는 프 로 그 램
교육상 목적으로 교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운드는 항상 무음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학급 교사는 학군 iPad에 음악을 추가해도 됩니다. 학군 셀프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나 학급 교사가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장치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또는 앱 사용 및 설치를 금합니다. 게임 앱을 설치하려면 Glenview
34학군 직원의 재량과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학군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앱은 항상 학군 iPad에서 설치 및 이용해야
하거나, 셀프서비스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학군 iPad상의 앱과 Glenview 34학군의 교육용 구글닥스(Google Docs for
Education) 계정을 통해 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음악은 현재 Glenview 34학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음악 시스템 사용금지
지침을 받았으며 위반 시, 학년과 위반 수위에 따라 처벌됩니다. Glenview 34학군에서는 애플사의 제한사항에 근거하여
애플사와 학군 필터링 시스템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에 따라 각 장치마다 음악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Glenview 34학군은 모든 학생들의 장치에서 뮤직앱(Music App)을 관리하기 위해 애플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악(애플 라디오 스테이션, 온라인 뮤직 등)에 접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bengle@glenview34.org(교육기술 총책임자)로 문의하면 개별적인 업무를 통해 학생 장치에 제한을 걸어줍니다.

3.6 출 력
학교 내에서 학군 iPad로 출력할 수 없습니다.

3.7 가 정 인 터 넷 접 속
학군 밖에서 학군 iPad 사용 시 학교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책, 절차, 지침이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학생들에게
본인 학군 iPad에서 무료 무선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학생의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을 포함하여 가정 내에서 자녀의 학군 iPad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학부모가 가진 특권입니다. 가정 내 학군 iPad의 필터링은 학교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2017 - 2018
학년동안 학군은 보안 필터링 해결책을 이용할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 부적절한 자료에 접속을 시도하는 학생은
교과시간 중 이를 위반하여 받는 처벌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4.0 파일 관리 및 과제 저장
4.1 애 플 ID
학군은 학생 장치 관리를 도와주는 애플 ID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습니다.

4.2 학 군 iPad/SD34 네 트 워 크 자 원 에 저 장 하 기
학생들은 학군 iPad에 바로 과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SD34 교육용 구글닥스 계정에도 문서를 저장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본인, 학부모 (연간 가능횟수 선택) 및/또는 교사에게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장공간은 학군 iPad에서 이용가능하나 제한이 있으며 '새로고침' 또는 장치고장 시 백업이 되지 않습니다.
과제가 실수로 삭제되거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분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iPad에 고장이 발생하면
전화, 이메일, 또는 교사와 직접 대화를 통해 상황설명을 해야 합니다. 각 상황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4.3 네 트 워 크 연 결
Glenview 34학군은 네트워크가 항상 풀가동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드문 경우긴 하나 네트워크 작동이 멈추었을 때 학군은 데이터 손실 또는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0 학군 iPad 상 온라인 자원/소프트웨어
5.1 COPPA(아 동 온 라 인 사 생 활 보 호 법 )
학군 및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툴 활용에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은 중요한 현실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웹 사이트와 온라인서비스(모바일앱 포함)에 적용되며 13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얻은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을 관할합니다. 학군이 타사 사이트와 협력할 때 해당 법의 제약조건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는 학군에게 13세 미만의 학생을 대신하여 계정을 생성관리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법을 준수합니다. FTC(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웹사이트와 온라인서비스(특히 아동용 온라인서비스)가
방문자들이 운영업체의 정보관행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생활보호 정책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권고합니다.
Glenview 34학군은 타사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교육 웹기반 툴과 앱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구글교육앱(GSuite),
Schoology, IXL Math, Seesaw 및 유사한 서비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웹 사이트는 연방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에 의거해 학부모 동의 또는 학부모 대신 학교 학군의 동의를 얻어야만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Glenview 34학군은 COPPA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오로지 교육용으로 이용할 웹 사이트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Glenview 34학군은 자녀의 사생활보호를 중시하며, 학부모님이 학군에서 사용되는 웹기반 툴과 앱 또한 해당 툴, 앱에서
수집 및 사용되는 개인 정보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앱을 보시려면 아래로
접속하십시오: 1:1 앱리스트- 학부모용 - 17 - 18.. 학군은 모든 학부모에게 매 학년도 전체 기간동안 사용할 온라인사이트
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장, 기술지원팀, Brian Engle(기술교육 총책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앱/웹 사이트

홈페이지

COPPA(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링크

Artsonia

http://www.artsonia.com/

http://www.artsonia.com/privacy.asp

Google Suite

https://www.glenview34.org/parents/forms

https://play.google.com/about/families/coppacompliance/

AUP

https://www.glenview34.org/parents/forms

NA

휴대폰

https://www.glenview34.org/parents/forms

NA

Schoology

https://www.schoology.com/about

https://www.schoology.com/privacy

Seesaw

http://web.seesaw.me/

http://web.seesaw.me/privacy-policy

Mackin Via

https://www.mackinvia.com/

https://www.mackinvia.com/Privacy

Connect-Ed

https://connected.mcgrawhill.com/connected/login.do

http://www.mheducation.com/privacy.html?scrly
brkr

Axis 360

http://axis360.site.baker-taylor.com/

IXL

https://www.ixl.com/

https://www.ixl.com/privacypolicy

Quizziz

https://quizizz.com

https://quizizz.com/tos

CK-12 무료
온라인도서,
플래시카드,
스터디가이드

http://www.ck12.org/student/?_ga=1.5645178.878 http://www.ck12.org/student/?_ga=1.5645178.87
801588.1490280572
8801588.1490280572

Kids A-Z

https://www.kidsa-z.com/main/Login

http://help.learningaz.com/customer/portal/articles/1649236-privacy

Khan Academy

https://www.khanacademy.org/

https://www.khanacademy.org/resources/parents
-mentors-1#privacy-and-security

https://www.kodable.com/

https://www.kodable.com/privacy

https://www.quavermusic.com

https://www.quavermusic.com/ParentTeacher/pd
fs/PrivacyPolicy.pdf

Kodable
Quaver

학군에서 활용하는 유명한 일부 사이트의 추가정보 및 개요 아래 링크를 방문하면 학부모전용의 학군 앱 목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1 앱목록 - 학부모용 - 17 - 18

전체 학년

초등학교 전용

초등학교/인
터미디어트
용
RAZ Kids

인터미디어트
전용

인터미디어트
/중학교 용

중학교 전용

중학교 전용
계속

구글앱계정(메
일, 드라이브,
2개의 새로운
구글닥스 앱)
Educreations

ScootPad

MackinVia

Quizlet App
and Website

Noredink.com

Animoto.com

XtraMath

Axis 360

SmartMusic

http://ed.ted.c
om

Learnzillion.co
m

SRA Reading
Labs
Thinglink

easybib.com

Educanon.com

Follett
Brytewave destiny
discover
Schoology

conjuguemos.c
om
wordplay.com

Voicethread.co
m
https://www.s
more.com/app

Biblionasium

http://easel.ly/

NewsELA

emaze.com

Flashcard Elite

FrontRow
Class Dojo

Prodigy

Duolingo
readingrewards.com
Zaption
readtapestry.co
m

Popplet
Brainpop

Seesaw
Hour of Code
code.org
Refme
Kahoot
Autodesk
Design
apps:123D
Design and
Sculpt+
edpuzzle
IXL
Bitsboard
Khan Academy
Kodable

5.2 처 음 설 치 된 소 프 트 웨 어 /앱
Glenview 34학군이 처음 배포한 소프트웨어/앱은 학군 iPad 상에서 사용가능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하며
항상 쉽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특별 과정에 사용할 소프트웨어/앱을 추가할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필수 앱을 제거하거나 학교가 승인하지 않은 앱을 추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군 iPad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5.3 추 가 소 프 트 웨 어
학생들은 담당교사나 학교 직원의 승인 또는 지시가 없는 한 학군 iPad에 소프트웨어 앱을 추가로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Glenview 34학군은 학군 iPad 상
필수 앱 배포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사전동의없이 학군 iPad를 iTunes 계정에 동기화할 수 없으며 배정받은
학군 iPad에 SD34 이외의 앱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5.4 소 프 트 웨 어 재 다 운 로 드 절 차
기술적 문제가 발생 시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SD34 이외의 앱 발견 시 학군 iPad는
백업하여 복구됩니다. 학군은 '새로포맷'이나 '새로고침'으로 인해 삭제된 소프트웨어나 문서의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5 소 프 트 웨 어 업 그 레 이 드
라이센스를 받은 소프트웨어/앱 업그레이드 버전은 때때로 이용 가능합니다. 학군은 학생과 직원에게 사전 고지를 통해
모든 학군 iPad를 업데이트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6.0 허용되는 사용
6.1 책 임 진 술 서
학군 iPad 사용을 통해 학생들은 (섹션 1.0 참고) - 정책 6:235 - 전자 네트워크 접속 정책 7:180 - 따돌림과 괴롭힘 및 정책
7:190 - 학생 처벌조치 등을 포함하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사회의 모든 정책 및 규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Glenveiw 34학군의 기술 및 네트워크 사용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Glenview 34학군이 제공한 기술자원을 사용할
권한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 안내서는 모든 사용자가 기술자원의 효율적, 윤리적, 합법적, 허용되는 사용과 관련된
책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학생이 이사회 정책, 절차, 본 안내서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생의 iPad
사용권한이 종료되고 학군의 기술자원 접속이 거부되며 Glenview 34학군 행동수칙으로 적용되는 적절한 처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은 Glenview 34학군에서 네트워크 접속된 모든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신뢰할 만한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만, 학군은 시스템이 항상 가동될 것인지 또는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확실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학군 iPad 사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또는 학군 iPad에 저장된 내용에 대해서 사생활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학군은
학군 iPad와 사용내역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언제든지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군 iPad와 학군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수천 명과의 대화가 신속하고 쉽게 이뤄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잠시 멈추고 신중히
생각한 후 대화해야 하며 타인과 다른 생각에 존중을 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2 학 부 모 /보 호 자 의 책 임
TV, 전화, 영화, 라디오 등의 모든 매체 정보 자원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녀가 지켜야 하는 가치체계와
기준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학군은 학교 내/외에서 모든 학군 iPad에 필터링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내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않거나)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자료 접속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학군은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없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자녀가 학교 밖에 있을 때 인터넷 접속을 포함한 자녀의 학군 iPad 사용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이러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우선 해당 내용이 학군 iPad 사용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서약서에 나타나 있어야 하며, 학생이 학군 iPad를 학교에 두고 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6.3 학 교 의 책 임
●

●
●

학생들에게 인터넷과 이메일 접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군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적절한 내용물이 포함된
인터넷과 이메일을 필터링하여 제공합니다. 학군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학생의 인터넷 활동이나 부적절한
내용물 필터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군은 외설적이고 음란한 내용물, 미성년자의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내용물 접근 방지용 필터링 소프트웨어, 차단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술보호
조치를 선택하고 실시할 때 성실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사용
시 해당 기술조치가 금지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방지하지 못하며 반대로 금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는 인지합니다. 학군은 실시 중인 기술보호조치를 통해 이루어진
접근허가와 접근거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공간을 제공합니다. Glenview 34학군은 학군 iPad를 통해 저장 또는 전송된 정보를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고 제한할 권리가 있으며, 부적절한 기술지원 사용에 대해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검색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의 전자 네트워크 이용 정책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원
지침을 제공합니다.

6.4 학 생 의 책 임
●

학생이 부적절하거나 폭력적인 말이 담긴 이메일 또는 다른 전자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또는 메시지 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장치를 학교 사무실로 들고 가도록 요구됩니다.

7.0 기타
7.1 학 군 IPAD 관 련 클 레 임 포 기
귀하는 학군 iPad 사용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본 안내서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해
읽고 이해했으며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본 안내서로 인한 구속력이 발생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학군
iPad를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전달받았으며,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주장합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34학군, 교육 이사회 및 개별 이사회 회원, 직원, 학군 iPad 사용이나 이 계약서와 관련되거나
연관되며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에이전트에 반대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클레임을 포기합니다.

7.2 학 군 IPAD 관 련 클 레 임 에 대 한 면 책
귀하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학군 iPad 사용 또는 본 안내서와 관련되거나 연관되며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클레임, 손해, 손실, 소송 사유 등에 대해 34학군, 교육 이사회, 개별 이사회 회원, 직원, 에이전트에게 배상을
보증하며, 변호하며 면책할 것에 동의합니다.

Glenview 34학군
학군 iPad 사용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서약서
학생의 책임:
저는 배정받은 학군 iPad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학군 iPad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학군 iPad를 다른 개인에게 절대로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학군 iPad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숙지하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학군 iPad 배터리를 매일 충전하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학군 iPad에 음식물을 가까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학군 iPad 부품을 해체하지 않으며 자가 수리를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학군 iPad를 휴대할 때 제공된 케이스에 반드시 보관함으로써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학군 iPad를 적절하고 교육적이며 34학군의 예상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학군 iPad에 스티커나 매직펜 등을 이용하여 장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든 학군 iPad에 부착된 Glenview 34학군 자산표시용 스티커 또는 기타 학군 라벨을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학군 iPad가 공지없이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Glenview 34학군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저는 iPad 일대일 학생/학부모 안내서에 게시된 정책과 지침(정책, 절차, 지침, 이사회의 모든 정책)을
교과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 있는 동안 준수하겠습니다.
저는 화재, 도난, 기물파손, 손실, 또는 학군 iPad에 가해진 기타 손해 등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리겠습니다.
저는 방치 또는 오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학군 iPad, 케이스, 케이블, 코드 및 기타 부속품을 정상적인 작동 상태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학부모 책임:
저는 가정을 포함한 자녀가 학군 iPad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자녀의 학군 iPad 사용에 대해
감독하겠습니다.
저는 가정 내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감독하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학군 iPad를 수리하려고 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마른 천 외에 다른 도구로 닦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학군 iPad의 모든 문제를 학교에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학군 iPad를 매일 학교에 갖고 가게 하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iPad없이 학교에 가게 되면 특정 수업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학년 말 또는 요청에 의해서, 자녀가 학군에서 중퇴할 경우에 iPad를 학교에 반납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저 희 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이름 - 인쇄체로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이름- 인쇄체로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iPad 일 대 일 학 생 /학 부 모 안 내 서 와 학 군 iPad 사 용 을 위 한 학 생 과 학 부 모 서 약 서 에 명 시 된 조 항 을
이 해 하 고 이 에 동 의 하 며 이 를 위 반 하 는 경 우 이 사 회 정 책 및 34학 군 행 동 수 칙 각 각 에 따 라 처 벌 받 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서명

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서명

_________________
날짜

자녀가 iPad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자녀가 iPad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서명

_________________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