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PS 크롬북 1:1 핸드북 계약서 

 

 

장치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다음 약관 동의해야 합니다: 

 

1. 장치는 Bedford 카운티 공립학교의 속성이고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당된 학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장치에 보내지고, 받거나, 저장된 자재에 사생활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육 위원회는 장치 오동작에 때한 

책음 없음 또는 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 무허가 요금거나 수수료에 때한 책음 없습니다. 비고: 인터넷 필터를 100%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필터는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정보를 여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가능성이 차단해야 하는 사이트를 보고해야 합니다. 

 

2. 장치는 방과 후에 집에 가짐 또는 다른 장소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그것의 주의와 적절한 사용 위한 언제나 책음이 

있습니다. 학생은 그들에게 장치의 원래 전원 공급 장치를 발부되 이해합니다. 학생은 손상으로 인한 교체가 어느 품질 보증을 무효화하게 

될 경우 장비, 충전기, 케이스 및 기타 제공 부속품에 대한 대체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장치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Bedford 카운티 공립학교의 수용 가능 사용 정책의 서명 있는 사본을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장치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장치가 도난이나 분실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 즉 학교 시스템 네트워크 서버로의 침투 혹은 기밀 정보의 손실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포함한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해 해당 학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장치는 학교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기술 부서는 다른 인터넷 공급자에 연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학생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6. 학생들은 업데이트를 위한 장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장치를 학년말에 반납해야 합니다. 

 

7. 사용자는 적절한 사용, 데이터 보호, 컴퓨터 오용 및 안전에 관한 위한 디비전 및 학교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Bedford 카운티 

공립학교의 수용 가능 사용 정책에게 참조하십시오. 학생이 디비전 장치에 소프트웨어 앱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8. 학생은 오용, 방치 또는 남용으로 인한 장치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학교 기관에 배상해야 합니다. 

 

학생 장치 계약서  

아래에 정보를 완료하십시오. 서명을 하는 것은 당신이 1:1 장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절차, 그리고 정보 학부모 & 학생 핸드북을 읽고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학생(정자체로):  학생 서명/이니셜: 

학생증 번호:  학년: 

부모(정자체로):  부모 서명/이니셜: 

 

 

1:1 핸드북 (bit.ly/bcps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