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 Neck South 중학교
집으로 가져갈 iPad 계약서
친애하는 학부모님께,
학교에서의 아이 패드 사용을 연장 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과정 지원을 위해 수업 중 사용될 아이 패드는 모든
학생들에게 집으로도 가져갈 수 있게 발급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발급되는 모든 아이 패드는 학교 네트 워크 안에서 인터넷 진입이 여과됩니다. 가정을 포함한, 학교 밖에서는,
학교에서 발급된 아이패드의 인터넷 진입이 여과되지 않고 이는 구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감독 교사의 지시가 없는 한 학교 발급 아이 패드에 (소프트웨어 사용, 게임, 음악, 비디오, 등)내용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학교 발급 아이 패드에 올려진 모든 메시지와 포스팅은 학교 안이나 밖, 언제라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교육적 목적, 합법적 그리고 교직원의 관리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발급 아이
패드에 저장된 자료에 대한 저작권 법과 라이센스 동의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페이스 북, 즉각적 문자 그리고 페이스
타임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분의 이용이 가능 하다면, 작동이 되지 않는 학교 발급 아이 패드에 한하여 여분의 아이 패드가 대여됩니다. 학교에서
발급된 아이 패드와 그에 따른 액세서리들은 그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손상, 분실 또는 도난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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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경우 현재
아이패드의 수리비는 대략 144 불 해서 그 절반은 72 불입니다. 목적을 갖고 또는 반복적인 손상,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도난과 손실의 비용은 전적으로 부모/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아이 패드 에어 (479 불), 아이 패드 에어 2 (383 불), 아이
패드 케이스(30 불), 아이 패드 2 케이스 (40 불), USB 충전기 (19 불), 애플 USB 케이블 (19 불) 을 포함합니다.
6 학년 학생들에게 다음들이 제공됩니다:
아이 패드 에어- 479 불 (분실, 도난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시)
애플 12 와트 USB 충전기 - 19 불
애플 닥 USB 커넥터 (Dock Connector to USB) - 19 불
STM Dux 케이스 - 30 불
7 학년 학생들에게 다음들이 제공됩니다:
아이 패드 에어- 479 불 (분실, 도난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시)
애플 12 와트 USB 충전기 - 19 불
애플 닥 USB 커넥터 (Dock Connector to USB) - 19 불
STM Dux 케이스 - 30 불
8 학년 학생들에게 다음들이 제공됩니다:
아이 패드 에어- 383 불 (분실, 도난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시)
애플 12 와트 USB 충전기 - 19 불

애플 닥 USB 커넥터 (Dock Connector to USB) - 19 불
STM Dux 케이스 - 38 불 50 센트

학교 발급 아이 패드 사용은 권리가 아닌 특권입니다.
*이러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사용자는 아이 패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을 수 있습니다.
*행동 강령과 기타 지역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이 패드와 연관하여 반복 또는 심각하게 위반 행위를 한
사용자는 징계 조치 대상이 될 것 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 패드 프로그램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우리 학교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교사들은 그들의 교육 과정 지원을 위해 여러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이제부터는, 학교 전체를 포함하여, 우리가 우리의 교육 과정 내에서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 내길 희망하는 것입
다.
학생의 이름:

iPad Contract for All-Korean

부모의 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