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ulton County Schools Bring Your Own Technology (BYOT) 

풀톤 카운티 개인 디바이스 소지 관련 가이드 라인 및 정보 

 

풀톤 카운티 스쿨의  BYOT(Bring Your Own Technology – 자신의 디바이스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지침, 

절차 및 정보에 동의하면 학생들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수업에 따라 개인의 디바이스를 학교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 이하 개인 기기라 명칭  

사용지침  

 학생들은 학생 행동 강령, 학교 규칙 (핸드북), 허용 가능한  사용자 정책(AUP)및 모든  학교 위원회 정책, 특히 인터넷 사용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교사는 교실에서 개인용 기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규제하는 재량권을가집니다. 

 학생들은 연방 및 주 규정에 따라 필터링 된 FC 학생 네트워크(FC student network)를 사용해야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3G / 4G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기기에  대한 관리를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풀톤 카운티에서는 개인용 기기의 지원이나 

수리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개인 기기에서 인쇄하는 것은 교사 /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개인 기기는 교사의 허락 없이는 음소거 상태 여야합니다. 교사의 허락하에 헤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기는 학교에 가져오기 전에 충전해야 합니다. 교실 내에서 충전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정보 (집 / 휴대 전화 번호, 우편 주소 및 사용자 비밀번호 포함) 및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Digital Apps 및 소셜 미디어는 적절하게 그리고 존중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테크놀러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괴롭 히거나, 협박하거나, 난처하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괴롭히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카운슬러 또는 교사에게 알려야합니다. 

 교사나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영상이나 비디오를 녹화, 전송 또는 게시하는데 테크놀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네트워크를 침해하는 바이러스, Trojan 또는 침해, 변경, 파괴하는 프로그램 또는 허가되지 않은 데이타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AUP 정책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징계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추천하거나, 실 교과목과 관련된 컴퓨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파일들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s 

Fulton County Schools 는 교육 및 학습을위한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조사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사용할 

수있는 '무료'Apps 를 다운로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앱은 반드시 학부모 / 보호자의 허가가있을 경우에만 집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BYOT 학생 / 부모 서명 

 

BYOT 사용을위한 학생 서약 

1. 나는 디바이스 (기기)를 학교에 오기 전 집에서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2. 나는 개인 기기를 선생님이나 관리자의 허락 하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3. 나는 학교 네트워크만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겠습니다. 

4. 나는 학교에 있는 동안 개인 기기가 잃어버리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5. 나는 내 개인 정보나 비밀번호를 다른 이와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6. 나는 개인 기기를 타인을 비방하거나 위협하거나 친구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7. 나는 선생님의 허락없이는 어떤 사진이나 비디오도 포스팅하지 않겠습니다. 

8. 나는 학교에서 개인 기기를 사용할 때 학생 행동 강령에 따른 모든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9.  나는 학교 네크워크를 통하여 사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BYOT 지침서에 명시된 규칙에 동의하고 BYOT 사용을 위한 학생 교육에 동의합니다. 

학생 이름 : 

 

학생 서명 :                                                                                                                                              날짜 : 

 

학부모 동의 / 서명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 BYOT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하여 개인 기기를 학교에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며, 내 아이가 

풀톤 카운티의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서명한 바에 의하면, 나는 내 아이들과의 가이드 라인을 받았고 검토한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풀턴 카운티 학교들이 내 

아이의 개인 기기와 관련된 어떠한 손상이나 손실에도 책임이 없다는 것에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나는 이 혜택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개인 기기  가이드라인을위반하거나  개인 기기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기타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 

발견되면  BYOT 프로그램에 일정 기간동안 참여할 특권을 잃게되면, 또한 다른 징계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또한, 나는 풀톤 카운티가  개인용 기기에 대한 모든 행위를 모니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해하며, 학생, 학부모 (보호자)가 FCS, FCS 

위원회, 위원회 멤버, 또는 다른 풀톤 카운티의 교직원들이 아이들의 기기 사용에 관련된 피해, 또는 개인용 3G/4G 네트워크 

사용으로 인한 컨텐트 사용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음을 이해합니다.  

부모로서, 나는 내 아이가 위의 지침을 지키고, 책임 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위의 사항들을 읽고 

토론하였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개인기기를 가져가서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학부모 성명 : 

학부모 서명 :                                                                                                                                                              날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