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뷰 34 학군
학군 ipad 일대일 학습 발의

학생/학부모 핸드북
정책, 절차 및 정보
2011년 9월 - 9월
2013년 6월 개정
2014년 7월 개정
2015년 7월 개정
2017년 4월 개정
2018년 1월 개정
2019년 1월 개정
수정 - 2019년 10월

개요
일대일 개인 배움 발의의 초점은 21세기 학습자에게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우수성을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기술이 원활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연구와 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대일 교육 환경에서 컴퓨팅 장치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더
체계적이고 참여적 이며, 더 규칙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정보와아이디어의 건설자 및 설계자가 됩니다. 기술에 대한 접근 증가시키는
것은 미래를, 21세기를 사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이고 이 공부를 도구는 애플의 아이패드
입니다. 아이패드의, 모바일, 그리고 개별적인 개인 사용은 학생 본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 학습을 준비하기 학생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애플
아이패드는 학습시 배움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학습은 학생,
교사, 부모님과 확장 교육계 사이에서 지속적인 상호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기술 도입은
선생님의 필수적인 역할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효과적인 가르침과 아이패드는 교육 과정
학습이 장소 시간 관계없이 일체화 하도록 합니다.
1.0일반정보
본 문서에 수록된 정책, 절차 및 정보는 글렌뷰 34학군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지역
소유 iPad("학군 iPad") 및 부속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학생은 학군 iPad를 사용함으로써 다음을 포함하며 제한되지 않는 모든 이사회
정책과 규칙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정책 6:235 - 전자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 자원 공유, 혁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여
교육의 우수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구 소유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인터넷, 구의 지역
및/또는 광역 통신망("네트워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구의 전자 네트워크는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교육관 또는 대리인은 이 정책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개발하고 시스템 관리자를 임명합니다. 학군은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정보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 또는 전송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학군은 네트워크 접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단 요금이나수수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체 정책을 보려면 지역 웹 사이트 - website 보드 - 지역
정책을 참조 하십시오.
정책 7:180 -- 따돌림과 괴롭힘: 따돌림, 협박, 괴롭힘은 학생의 학습 능력과 학교의
교육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학생들이 이런 파괴적인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중요한 지역 목표입니다. 전체 정책을 보려면 지역 웹 사이트 - website 보드 - 지역
정책에 참조하십시오.
정책 7:190 -- 학생 행동: 학교 행정부는 학생들의 심각한 불복종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할 권한이 있습니다. 총 불복종 또는 위법행위는 교육위원회가 정책에 정의한
행동, 또는 활동을 포함하도록 정의되며, 이는 학교 당국이 학교 관련활동이나 권리에
대한 상당한 부상이나 붕괴 또는 물리적 간섭을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나 학교 직원들 또는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정책을
보려면 지역 웹 사이트인 지역 정책에 참조하십시오.
1. 학군 아이패드 받기
아이패드는 개학 전이나 개학 때 아이패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배포됩니다. 부모와
학생은 본 핸드북의 끝에 있는 전자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학생 및 부모 허가 양식과
학군iPad 사용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서식에 서명하고 반환해야 iPad를 자녀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이 지역 필터, 웹 도구/앱, 구글, 온라인 계정에 대한
정보를 읽고 확인해야 합니다.

2. 구 아이패드 반환
지역 아이패드와 그 부속품은 학생의 선생님/기술 담당자에 의해 용이하게 각 학년의
마지막 주에 글렌뷰 학군34로 반환될 것입니다. 학생이 학년 중에 글렌뷰 학군 34에서
전학할 경우, 아이패드는 당시 교무실로 반환 합니다. Glenview 학군 34 에서 다른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퇴학 당하거나 종료하는 학생은, 종료일에 자신의 구역
아이패드와 부속품을학교 사무실에 반납해야 합니다.
1.3. 손상, 손실 또는 반환 실패에 대한 책임
보드 정책 7:170, 훼손 행위 (vandalism)는 "이 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로부터
학교 재산에 피해를 주는 다른학생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고 정의 합니다.
아이패드와 그 부속품들은 학교 소유물 입니다.
학생이 학년말 또는 글렌뷰 스쿨 구역 34의 등록 종료 시 구역 아이패드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형사 고발또는 민사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장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아이패드의 대체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아이패드를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글렌뷰 경찰서에 도난 신고가 접수됩니다. 또한, 학생은 iPad의
손상 또는손실에 대해 담임 선생님이나 기술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년
동안, 학생은 고립적 우발적인 피해와 관련된 첫 번째 필요한 수리 사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의 모든 우발적 손해는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손상은 학생에게 부과되며, 학군에서 결정한 장치의 교체 또는 수리에
적용됩니다. 휴대 케이스, 충전기 및 케이블과 같은 손상, 분실 또는 도난 된 액세서리는
학생/부모/보호자의 단독 책임입니다. 부속품이 손상, 분실 또는도난 되었을 경우, 해당
학군이 달리 지불을 하지 않는 한, 부모/보호자는 제공된 부속품의 전체 교환 비용을
책임집니다. 학교건물 밖에서 분실된 모든 기기는 대체품을 받기 전에 학부모와 보호자가
경찰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 아이패드의 관리
학생들은 구가 발행한 아이패드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집니다. 고장 났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역 아이패드는 장비 평가를 위해 학습 리소스 센터를 통해 기술 부서에
최대한 빨리 가져가야 합니다.
2.1. 일반 주의사항
• 스크린을 청소할 때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클렌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 Code와 케이블은 반드시 District iPad에 조심스럽게 삽입하여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 구역 iPad는 글렌뷰 학군 34의 소유물이 아닌 글, 그림, 스티커 또는 라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지역 아이패드는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밟으면 안 됩니다.
• 구역 iPad는 잠금 해제된 잠금 장치, 잠금 해제된 차량 또는 감독 되지 않은 구역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 District iPad는 고온, 습도 또는 환기가 제한된 장소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습니다.
• iPad 구역에서 음식과 음료를 멀리 보관 합니다.
• 학생들은 34구역 직원이 지시하지 않는 한 자신의 기기를 다른 학생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 학생들은 모든 버스 안에서 iPad는 가방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매일 아이패드의 배터리를 학교에 충전해야 합니다.

• 학군은 각 아이패드에 대한 보호 케이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2.2. 운반, 보관, 버스 이동 & 학군 아이패드 보호
학교 아이패드와 함께 제공되는 보호 케이스는 아이패드를 정상적인 용도의 사용에서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패딩이 있으며, 학교 내에서 기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학교 iPad는 항상 보호 케이스 안에 있어야 한다. 다른 물체(폴더 및 교과서 등)을
보관하는 가방 안에는 아이패드 화면에너무 많은 압력과 무게를 받게 되므로 아이패드를
휴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학교 iPad는 절대로 물병이나 다른 액체와 같은 장소에서 운반, 저장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아이패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방, 책상, 기타 장소에보관할 때는 아이패드 위에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 학생들이 학교 아이패드를 집으로 가져갈 권리를 갖게 되면, 매일 저녁 그렇게 하도록
권장될 것입니다.
• 구내를 여행할 때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구역을 기다리는 경우, 모든 iPad는 꺼진
상태로 학생용 가방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방과 후 또는 교내에 있지만 수업 중이 아닌 동안 모든 iPad는 학생용 배낭 안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학교 아이패드는 학교나 가정에서 부모의 차량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학생이
자신의 아이패드를 보관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면, 학생은 그것을 자신의 선생님과 함께
체크인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 아이패드를 감독 되지 않은 지역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 되지
않은 지역은 학교 운동장과 캠퍼스, 점심 식사실, 도서관,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교실,
화장실과 복도 그리고 다른 감독 되지 않은 지역들을 포함합니다. 무심히 남아 있는
아이패드는 도난 당할 위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감시되지 않는 지역에서 아이패드가
발견되면 학습자원센터나 교장실로 옮겨집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군 아이패드를 되찾기
위해 교장/기술 담당자와 만날 것입니다.
2.3. 스크린 케어
아이패드 화면은 거칠게 다루면 손상될 수 있다. 스크린은 특히 화면의 과도한 압력으로
인한 손상에 민감합니다.
• iPad 상단에 기대거나 화면에 기대지 않습니다.
• iPad 근처에 스크린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을 두지 않습니다.
• 운반 케이스에 커버를 누를 만한 것을 두지 않습니다.
• 부드럽고 마른 천 또는 정전기 방지 천으로 화면을 청소합니다.
• ipad를 잠금 장치, 벽, 자동차 문, 바닥 등에 부딪치지 마십시오. 화면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2.4. 학군 아이패드 식별
학군아이패드는 구역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각 건물에 특정한 방식으로 라벨을 붙일
것입니다. 지역 아이패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련번호 기록
• Glenview School District 34 자산 태그
• 학교 직원이 라벨로 표시한 학생 이름/성 및/또는 웹 ID
3.0 학군 아이패드 사용

아이패드는 매일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패드 사용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
외에도, 학교 메시지, 발표, 달력, 등급에 따른 일정 등은 구 아이패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 의해 특별히 지시되지 않는한, 모든 수업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1. 집에 남겨진 아이패드
반복적으로 자신의 아이패드를 집에 두고 가는 학생들은 2주 동안 아이패드를 집에
가져가는 특권을 잃게 되고, 아이패드를학교에 담임 선생님께 맡겨야 합니다.
3.2. 아이패드가 수리 중일 경우
학군에 대여 iPad는 Learning Resource Center 을 통해 기술 부서에서 수리로 인해 iPad 가
없는 학생들에게 발급될 수있습니다. 이용가능성에 따라 대여 아이패드 체크아웃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ipad의 건전지 충전
아이패드는 학교에 매일 완전히 충전된 조건에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매일 저녁
본인의 아이패드 충전해야 합니다. 이 정책 반복 위반 3일(최소3일 연속3일아님)학생들은
2주 까지 집에 아이패드를 가져갈 특권을 잃게 되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아이패드를
맡겨야 합니다.
3.4. 사진/암호/스크린세이버/배경 사진
부적절한 매체는 장치에 생성, 촬영, 보기, 이메일 또는 다운로드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적절한 매체는 스크린세이버나 배경사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한 매체에는
총기, 무기, 음란물/부적절하게 명시적 언어, 대화, 협박, 모욕, 음란 또는괴롭힘, 술, 마약 및
갱단 관련 기호나 사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부적절한 매체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학생들은 이사회의 정책과 절차와 지역 행동 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학생이 이메일로 부적절한 이미지나 정보를 받는다면, 성인(교사,
직원,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아이패드에 로그온하기 위해암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3.5. 사운드, 음악, 게임 또는 프로그램
교사로부터 교육적 목적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소리는 항상 음소거되어야 합니다.
교실 선생님은 아이패드에 음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학생 기기에 인터넷
게임(사이트)이나 앱을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 지구자율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나 교실 교사가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게임 앱이 설치될 경우 글렌뷰 34학군
임원의 재량권과 지도를 받게됩니다. 학군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앱은 항상 학군
아이패드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셀프 서비스를 통해 접근할 수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는 아이패드의 앱을 통해 Glenview School District 34의 Google Docs for
Education 계정을 통해 저장될 것입니다.
온라인 음악은 현재 글렌뷰 34 학군 학생 교육 경험 의 일부가 아니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음악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학점과 위반에 따라 그에 따라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글렌뷰 34학군은 애플과의 한계에 근거하여 애플과 학군의 여과 시스템 모두에서
가능한 것에 근거하여 각 기기에 음악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글렌뷰
34학군은 애플과 계속 협력하여 모든 학생 기기에 있는 음악 앱을 관리합니다. 음악(Apple
Radio Stations, Online Music 등)에 접근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bengle@glenview34.org(Executive Director of Educational Technology)로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개별적으로 여러분과 협력하여 학생 장치에 제한을 두게 될 것입니다.

3.6. 인쇄
아이패드는 학교에서 인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7. 홈 인터넷 접속
학교 밖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는, 학생이 학교에 있을 때와 같은 정책, 절차,
가이드라인에 규정 있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이패드에 대한 통제를 책임질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아이패드에서 무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집에 있는 동안
학생들의 인터넷 활동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은 의무 입니다.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을
포함한 자녀의 ipad 사용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학군 아이패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구성으로 집에서 여과 할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역은Securly Filtering 솔루션을 활용할 것입니다. 집에 있는 동안 부적절한
자료에 접근하려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 내내 위반 사항과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4.0 파일 관리 및 작업 저장
4.1. 애플 ID
우리 학군은 학생 장치 관리를 돕기 위해 애플 ID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2. District /SD34 네트워크 리소스에 저장
학생들은 아이패드에서 직접 과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SD34 Google
워드프로세서 for Education 계정에 문서를 저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
부모님(숫자를 정해서), 그리고/또는 선생님에게 문서를 이메일로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
아이패드에서는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한되어 있으며, 재생 이미징 이나
기기 오작동의 경우 백업되지 않습니다. 기계적 고장이나 우발적인 삭제로 인해 작업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iPad 오작동이 발생하면 학생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 이메일 또는 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은 사례별로 해결될 것입니다.
4.3. 네트워크 연결
Glenview School District 34는 그들의 네트워크가 100% 가동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다운된 경우는드물지만, 지구에서는 데이터 손실이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0 온라인 리소스/지역 iPad의 소프트웨어
1. COPPA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우리와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온라인 학습 도구를 활용하는 중요한 현실 중

하나는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입니다. 이 법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모바일 앱 포함)에 적용되며,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및 사용을 규제합니다.
제3자 사이트와 협력할 때는 반드시 법의 제약 안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온라인 서비스는 13세 이하의 학생들을 대신하여 학군에 계좌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법을 준수하지만, 많은 회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방문자들이 운영자의 정보 관행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모든 웹 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온라인에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게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Glenview School District 34는 Google Apps for Education(GSuite), Schoology, IXL Math,
Seesaw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교육용 웹 기반 도구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COPPA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들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를 대신하여 부모들의 동의나 학군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글렌뷰 학군 34는 COPPA 요건을 준수하고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웹사이트 운영자와의
계약입니다. 글렌뷰 34학군은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여기며, 부모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웹 기반 도구와 어플리케이션과 이러한 도구와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수집되고
사용될 개인 정보의 성격을 인식하도록 노력합니다. 모든 앱(등급별)에 접근하려면 1:1 App
List -¬- 상위 버전 -¬- 19 -¬20에 접속 하십시오. 그 지역은 모든 학부모들에게 각 학년 내내
이용되고 있는 사이트의 온라인 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년 내내 사이트와 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된 이메일을 찾아보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건물 교장,
기술 담당자 또는 Brian Engle(전 교육 혁신 담당 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앱/웹 사이트 홈 페이지 COPPA 링크
http://www.artsonia.com/
http://www.artsonia.com/privacy.asp
구글
https://www.glenview34.org/parents/forms
https://play.google.com/about/families/coppa---contracture/
AUP https://www.glenview34.org/parents/forms
NA
휴대폰 https://www.glenview34.org/parents/forms
NA
학예 https://www.schoology.com/about
https://www.schoology.com/privacy
http://web.seesaw.me/
http://web.seesaw.me/privacy-¬-policy
Mackin Via

https://www.mackinvia.com/

https://www.mackinvia.com/Privacy

https://connected.mcgraw-
hill.com/connected/login.d
o

http://www.mheducation.com/privacy.html?scrly brkr

Axis 360

http://axis360.site.baker--taylor.com/

NA

IXL

https://www.ixl.com/

https://www.ixl.com/privacypolicy

Quizziz

https://quizizz.com

https://quizizz.com/tos

Connect--Ed

CK--12 Free
Online Books,
Flashcards,
StudyGuides

http://www.ck12.org/student/?_ga=1.5645178.878 http://www.ck12.org/student/?_ga=1.5645178.87
801588.1490280572
8801588.1490280572

Kids A--Z


https://www.kidsa-z.com/main/Login

AIMSWeb Plus
https://app.aimswebplus.com/#/login

http://help.learninga-z.com/customer/portal/articles/1649236--privacy
https://www.pearson.com/us/privacy-statement.html

Access
https://www.isbe.net/Pages/EL2018-2019Accessfor https://www.isbe.net/Pages/Privacy-Policy.aspx
Testing/Online EL ELL.aspx
Screener
Apple School
Manager

https://school.apple.com/

https://www.apple.com/privacy/

COGat

http://www.cogat.org/site/login

https://cms.riversideinsights.com//uploads/c3e4cb4f909844ff8a5
5ffd4c0072ecc.pdf

Digits/Realize/EEa https://www.pearsonschool.com/index.cfm?locator= https://www.pearsonschool.com/index.cfm?locator=PSZ19q
sybridge - Middle PSZwZ5
school math
EmbraceMTSS

https://www.embraceeducation.com/

https://www.embraceeducation.com/privacy-policy/

EmbraceIEP

https://www.embraceeducation.com/

https://www.embraceeducation.com/privacy-policy/

IAR (State Testing) https://www.isbe.net/iar

https://www.isbe.net/Pages/Privacy-Policy.aspx

IWAS/SIS/iSTAR

https://www.isbe.net/Pages/istar.aspx

https://www.isbe.net/Pages/Privacy-Policy.aspx

VersaTrans (Bus
System)

https://www.tylertech.com/products/versatrans

https://www.tylertech.com/privacy

EC/Kindergarten
Screening

https://www.pearson.com/us/prek-12.html

https://www.pearson.com/us/privacy-statement.html

TTCT/ITBS

https://www.ststesting.com/index.html

https://ststesting.com/privacySTS.html

Noredink.com

https://www.noredink.com/

https://www.noredink.com/privacy

Khan Academy

https://www.khanacademy.org/

https://www.khanacademy.org/resources/parents
--mentors--1#privacy--a
 nd--security

https://www.kodable.com/

https://www.kodable.com/privacy

Quaver

https://www.quavermusic.com

https://www.quavermusic.com/ParentTeacher/pd
fs/PrivacyPolicy.pdf

Commonlit

CommonLit.org

https://www.commonlit.org/en/privacy.html

Peardeck

https://www.peardeck.com

https://www.peardeck.com/privacy/

Kodable

Essential Elements https://www.essentialelementsinteractive.com
Interactive

https://www.essentialelementsinteractive.com/EEI%20COPPA%
20Privacy%20Policy%206-18.pdf

Flipgrid

https://www.flipgrid.com

https://legal.flipgrid.com/privacy.html

Classcraft

https://www.classcraft.com

https://www.classcraft.com/privacy-policy/

해당 지역에서 활용되는 일부 유명 사이트의 추가 정보 및 요약.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지역
앱 목록의 상위 버전으로 이동하십시오. 1:1 앱 목록 - - 상위 버전 - 19-20

ALL Grades

Google Apps
Account (Mail,
Drive, 2 new
Google Doc
apps)

Primary Only

ScootPad

Primary /
Intermediate

Educreations

RAZ Kids
Learning A-Z
Reading A-Z
RAZ Kids
ELL Edition
Science A-Z
Writing A-Z
XtraMath

Popplet

Epic

Intermediate
Only
MackinVia

Axis 360

Brainpop
Follett
Brytewave -Destiny
Discover

Intermediate /
Middle
Quizlet App
and Website

SmartMusic

SRA Reading
Labs
Thinglink

Middle School
Only
Noredink.com

http://ed.ted.c
om
easybib.com
conjuguemos.c
om
wordplay.com

Middle School
Only Cont.
Animoto.com

Learnzillion.co
m
Educanon.com
Voicethread.co
m
https://www.s
more.com/app

Schoology

Biblionasium

http://easel.ly/

NewsELA

emaze.com

Flashcard Elite

Freckle

Prodigy

Class Dojo
Seesaw

reading-rewards.com
Zaption

Hour of Code
code.org
NoodleTool

readtapestry.co
m

https://www.nood
letools.com/

Tinkercad
edpuzzle
IXL
Bitsboard
Khan Academy
Kodable
Spelling City
Padlet
Duolingo

5.2기본 설치된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Glenview 34학군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앱은 반드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ipad에
유지되어야 하며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학교는 특정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필수 앱을 제거하지않았거나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앱을 추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 아이패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5.3추가 소프트웨어
학생들은 교사나 학교 직원이 승인하거나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자신의 학군 아이패드에
추가 소프트웨어 앱을 로드 하거나자신의 지역 아이패드를 가정용 컴퓨터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글렌뷰 34은 아이패드에 필요한 앱의 배포를 촉진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사전
승인 없이 iPad를 동기화하고, ipad를 iTunes 계정과 동기화하거나, 비-S
 D34 앱을 할당된
iPad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시 로드 하는 절차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비-SD34 앱이 발견되면 Ipad는 백업에서
복원됩니다. 본 학군은 재 포맷 및 재 이미지로 인해 삭제된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라이센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앱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학군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계획된통신을 통해 모든 지역 아이패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5.6 학군 모니터링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것은 아이패드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이
보여주는 사회적 감정적 행동들을포함합니다. 본 학군은 제3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학생
웹 검색과 텍스트 기반 통신 및ipad의 작업을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정된 지역 담당자는 학생이 지역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학생 또는 다른 학생(예: 왕따, 자살
생각등)에게 위협적이거나 유해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역 규칙(예: 포르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경보를 받습니다. 경고가 수신되면 적절한 학교 직원에게 전달되어
개입을 하게 됩니다. MONITOR에 대한 경고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시간에만 결과를
제공합니다. 교사 및 부모들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시간외에는 경고를 바로 받지않고 다음날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 웰빙, 안전, iPad의 사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0 접근 가능한 사용
6.1책임 명세서
아이패드 사용함에 있어서, 학생은 모든 위원회 정책과 규칙들을 준수하는 것 포함하되(섹션
1.0을 보)-Policy 국한되지 않고 전자 네트워크 정책에 6:235- 접근에 동의한다.7:180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와 정책 7:190-- 학생 규율. 글렌뷰 스쿨34학군의 기술과 네트워크의
사용은 특권이고 권리가 아닙니다. 기술 자원 글렌뷰 34학군에서 제공하는 특전이며 양도가
안됩니다. 이 핸드 북 모든 사용자의 책임 기술 자원의 효율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허용
가능한 사용과 관련하여 인식하게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만약 학생 어떤 위원회 방침이나
절차 또는 본 핸드 북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면, 학생들은 아이패드를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종료되고,학군 기술 자원 접근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징계 조치가
위원회 글렌뷰 34학군 법규에 정책에 따라 적용 합니다
인터넷 접속 글렌뷰 34학군 네트워크 접근이 돼는 모든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행정부의 적정한 노력 안정된서비스 유지하기 위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시스템이 항상 또는 정확한 작동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학군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만들어지고 저작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어떠한 내용도 사생활

보호의권리가 없습니다. 학군은시간, 어떤 이유관련없이 아이패드와 그 내용을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아이패드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말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하기는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의사소통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상대의 생각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6.2부모/보호자 책임
텔레비전, 전화, 영화 및 라디오와 같은 모든 미디어 정보 소스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용 시 학생이 따라야 할 가치와 표준에 대해 학생과 상담하십시오. 저희 학군은
학교 안팎에서 여과된 인터넷을 모든 지역 아이패드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학군은
가정 여과 과정이 작동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게 부적절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학군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할
책임이 없습니다. 부모/보호자는 자녀가 학교에 없을 때 인터넷 접속을 포함한 아이패드의
사용과 통제를 감독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부모/보호자가 이러한
책임을 맡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학생 및 학부모 지역 아이패드 사용 양식에
표시되어야 하며, 그 후 학생이 해당 지역아이패드를 학교에 남겨둘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6.3학교 책임
학생들에게 인터넷과 이메일 접근을 제공합니다. 지역 여과 시스템을 통해 부적절한 자료의
인터넷 및 전자 메일 여과 과정 제공. 학군은 학교 밖에서 학생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학군은 음란물, 음란물 또는 미성년자의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 소프트웨어, 차단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술 보호 조치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데 선의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동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기술 조치가 금지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없으므로, 금지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인정합니다. 저희 학군은 구현된 기술 보호 조치에 의해 얻거나 거부된 접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 스토리지 영역 제공 Glenview School District 34는 District iPad을 통해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검토, 감시 및 제한하고 기술 자원의 부적절한 사용을 조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원 지침을 제공하고 전자 네트워크 접속 정책의
학생 준수 여부를 여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4학생 책임
학생이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이메일이나 기타 전자 메시지 등을 받아야 하거나 주제가
의문스러운 경우 해당 기기를 교무실로 가져가야 합니다.

7.0 기타
7.1 IPAD에 관한 청구 기권

아래의 지역 아이패드 사용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서명에 서명하면, 본 핸드북에 설명된
모든 책임을 읽고, 이해하고, 따르기로 동의하고, 본 핸드북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또한 아이패드가 양호한 상태로 배달되었고 그것이 양호한
상태로 학군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자녀,
심사원 및 평가자 포함)는 34학군과 학군 직원 청구할 수 없습니다.
7.2 학군 IPAD 청구 보증
귀하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로 위해 ipad를 사용함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해로움
이나 상해에서 34학군, 위원회, 직원을 지키고 분실, 손실 청구 시 배상함에 동의합니다.

글렌뷰 34학군 학생 및 학부모
지역 아이패드 사용을 위한 서약
학생 책임:
내가 배정받은 아이패드를 잘 돌볼 것이다. 나는 절대 아이패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내 아이패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이패드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이다.
나는 내 아이패드 건전지를 매일 충전할 것이다.
나는 내 아이패드를 음식과 음료에서 멀리 둘 것이다.
나는 내 아이패드의 어떤 부분도 분해하거나 직접 수리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제공된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내 아이패드를 보호할 것이다.
나는 내 아이패드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34학군의 기대에 부응하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아이패드에 장식(스티커, 마커 등)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Glenview 34 학군 자산 태그 스티커나 라벨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내 구역 아이패드는 별도의 통지 없이 언제든지 감시와 검열을 받게 되고 글렌뷰 34학군의
재산으로 남을 것으로 알고 있다.
iPad 일대일 핸드북 – 정책, 절차 및 지침과 같은 모든 이사회 정책 및 절차를 학교 뿐만
아니라 교외 에서도 준수할 것이다.
화재, 도난, 파손, 분실, 기타 구역 아이패드 피해의 경우 즉시 담임 선생님께 알리겠다.
방치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모든 피해나 손실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아이패드, 케이스, 케이블, 코드, 기타 모든 액세서리를 정상 작동 상태로 돌려주는
것에 동의한다.
부모 책임:
나는 내 아이가 집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과 내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것이다. 나는 집에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관찰하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나는 아이패드를 수리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깨끗하고 마른 천 이외의 것으로
청소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아이패드와 관련된 어떤 문제라도 학교에 보고할 것이다.
나는 내 아이가 매일 아이패드를 학교에 가지고 가도록 할 것이다.
아이패드 없이 학교에 오면 아이가 특정 교실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학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나는 학군에서 학생용 iPad에 대한 제한된 소프트웨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러한
모니터링과 관련된 학군에 전달되는 모든 알림은 정상 업무 시간에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는 아이패드가 학기말, 또는 내 아이가 학군에서 전학할 때 학교에 반환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iPad 일대일 핸드북과 iPad 사용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지도에 명시된 규정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위반이 이사회 정책과 34개 지역 행동 강령에 따라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이해한다.
학생 서명 날짜
부모 서명 날짜
내 아이가 아이패드를 집에 가져갈 수 있다.

부모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