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글을	  잘	  읽으시고	  이	  정책을	  이해하신	  후	  조사란에	  있는	  “나는	  동의합니다”	  를	  
클릭해	  주십시오.	  	  
	  

• 학교에서	  발급되는	  모든	  아이	  패드는	  학교	  네트	  워크가	  켜져	  있는	  동안	  인터넷	  
진입이	  여과됩니다.	  가정을	  포함한	  학교	  밖에서는	  구독자에	  따라	  학교에서	  발급된	  
아이패드의	  인터넷	  진입이	  여과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은	  교육용으로	  적절하며,	  저작권에	  따르고,	  또	  모든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들	  (앱,	  책,	  게임,	  음악,	  비디오	  등)을	  설치	  또는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학교	  관계자로부터의	  통지에	  따라	  iOS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반드시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학생들은	  아이패드	  서비스	  구역	  또는	  나의	  아이	  패드	  찾기	  설정	  등을	  끄지	  마십시오.	  
이러한	  설정을	  해제한	  학생들은	  아이	  패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분실물에	  한해	  교체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 우리	  학군	  위원회의	  전자	  기기	  정책	  #8332에	  따라	  학교에서	  발급되는	  모든	  아이	  
패드에	  대해,	  첫	  사고로	  인한	  손상이나	  문서	  아닌	  도난일	  경우,	  수리나	  교체	  비용은	  
50%,	  분실이나	  문서	  도난	  시	  100%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급된	  아이	  패드를	  이용하여	  학교용	  이메일	  계정을	  웹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	  앱은	  교내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	  학생들	  
개인의	  이메일	  계정은	  학교	  안에서의	  접근할	  수	  없습니다.	  

	  
• 학생들은	  학교가	  발급	  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반드시	  고유한	  애플	  ID를	  
작성해야	  하며	  항시	  로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계정은	  학군의	  관리	  시스템과	  
학생들의	  아이	  패드를	  동기화를	  하는데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push”	  를	  다운	  
받고,	  학생들	  나름의	  무료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기	  위한	  것입니다.	  

	  
	  

• 학교	  활동과	  프로잭트를	  위한	  오디오,	  비디오	  또는	  사진	  촬영은	  담당	  교직원들의	  
감독과	  허락	  하에	  허가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파일을	  로컬	  혹은	  온라인에	  저장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학교와	  학군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 학교에서	  발급된	  아이	  패드에	  저장할	  자료들은	  저작권법과	  라이선스	  계약	  동의서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 학교에서	  발급된	  아이	  패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것을	  고치거나	  교체될	  때까지,	  
여분	  이용이	  가능할	  시,	  또	  다른	  아이	  패드를	  빌려	  줄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러한	  옵션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학교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 나는	  학교에서	  발급된	  아이	  패드와	  그에	  따른	  액세서리들은	  그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손상,	  분실	  또는	  도난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하십시오.	  어떠한	  
손상,	  손실,	  도난	  시	  즉각적으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사고에	  의한	  손상	  및	  
문서화의	  도난으로	  인하여	  비용	  창출이	  있을	  시	  학군과	  학부모님이	  동등하게	  반씩	  
나눠	  지불하여야	  합니다.	  	  
	  

• 아이패드의	  수리비는	  대략	  144불(그	  절반은	  72불	  책임)	  아이	  패드	  에어16GB	  
(367불)	  이나	  아이	  패드	  에어	  32GB	  (415불)	  케이스	  (30불)	  USB	  충전기	  (19불)	  애플	  
USB	  캐이블	  (19불)	  로지텍	  유선	  키보드	  (46불)	  

	  	  	  	  	  
• USB충전기와	  USB캐이블	  (학교	  바코드가	  새겨진)을	  포함한,	  모든	  아이	  패드	  
액세서리는	  반드시	  학교에서	  발급된	  것으로	  반납되어야	  합니다.	  	  그	  대체물로	  싼	  
충전기와	  케이블로의	  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Stylus	  (12불),	  Logitech	  유선	  
키보드	  (56불)을	  포함하여	  학교	  발급	  물품	  교체	  시	  위에	  제시한	  액세서리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