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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 에지 교육구(RESDNJ) K-2 

이용 목적 제한 학생 서약서 

 

 

 

이용 목적 제한이라는 말은 모든 기술 장비를 주의깊고 책임성 있게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리버 에지 학생으로서, 저는 기술 장비 사용이 저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기술 장비를 사용할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학습 경험의 일부로서 저는 장비를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 규칙에 

동의합니다: 

 

1. 장비와 인터넷을 학업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2. 담임 교사가 지정한 자료만 저장하겠습니다. 

3. 나의 사용자명, 비밀번호 및 개인 정보를 항상 비공개로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공유할 수 없습니다.  

4. 교사가 허용한 게임만 하겠습니다. 

5. 모든 기술 장치를 조심스럽고 주의깊게 다루겠습니다.  

6. 장비를 사용할 때 예의 바르게 사려깊은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7. 학생 행동 강령 및 HIB (괴롭힘, 위협 및 집단 따돌림) 정책을 준수하겠습니다. 

8. 장비를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선생님께 알리겠습니다. 

9. 담임 교사는 제가 훌륭한 디지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의 활동을 관찰합니다.  

 

 
 

 

학생들은 이 페이지를 가정에 보관하고 학부모/보호자와 학생 서명 페이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www.riveredgeschools.org/pdf/River%20Edge%20Student%20Code%20of%20Conduct.pdf
http://www.riveredgeschools.org/pdf/policies/5131.1%20HIB%20Appr.7-27-11.pdf
http://www.riveredgeschools.org/pdf/policies/5131.1%20HIB%20Appr.7-27-11.pdf
http://www.riveredgeschools.org/pdf/policies/5131.1%20HIB%20Appr.7-27-11.pdf


K-2Pledge_KOREAN 

 

 리버 에지 교육구(RESDNJ) K-2 

이용 목적 제한 학생 서약서 

학부모/보호자 동의서     

AUP는 저희 웹사이트 www.riveredgeschools.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 코드: 6142.10) 

저는 교육구의 네트워크/인터넷 이용 목적 제한 정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제품이나 

서비스 구입을 위해 시스템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비롯하여, 그에 

국한하지 않고, 저의 자녀가 교육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배상을 교육구와 그 직원 및 모든 제휴 기관에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자녀의 인터넷 사용이나 이용 목적 제한 정책 위반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비롯하여 일체의 법적 조치, 손해배상, 비용,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리버 에지 교육위원회, 

그 대리인, 임원 및 직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을 묻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저의 자녀가 

개인용 컴퓨터/전자 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용 목적 제한서약서를 이해하고 이 규칙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이름 정자체:__________________학교:___________반:______ 

 

학생의 서명: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 

자녀와 함께 이용 목적 제한 동의를 읽고 이야기 나누었으며, 자녀의 장비 사용을 

허락합니다.  저는 이 동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에 액세스 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학생들의 장비 사용을 감독하고 그 사용이 전자적으로 모니터링되더라도, 저는 교직원과 제가 

부적절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료에 자녀가 액세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본인 안전을 위한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 밖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감독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리버 에지 교육구는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실시된 조사 이력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리버 에지 교육구 또는 그 직원이나 대리인은 제 자녀의 컴퓨터/전자 기기를 학교 밖에서 

사용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 

(해당 경우 체크 표시)      ____저는 제 자녀의 저작물이 이름이나 이니셜만 표시되어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페이지를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주십시오. 

http://www.riveredgeschools.org/
http://www.riveredgeschools.org/
https://docs.google.com/a/riveredgeschools.org/document/d/1f0TYbjbEGWqUbN9BTUo1m-RTju7g6NPDReGvdJAk9bM/edit?usp=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