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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 소유 학생 기기 선택
6-12 학년 학생 또는 FLEX 온라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업을 하려면 컴퓨터 (예: Mac, PC,
크롬북 또는 아이패드)가 필요합니다. 모든 6-12 학년 비버튼 교육구(BSD) 학생과 BSD FLEX
온라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사용할 교육구 소유 크롬북 또는 아이패드를
교육구로부터 빌릴 수 있습니다.

교육구 소유 기기를 사용할 예정인가요?

 예

(교육구 소유 기기를 사용할 예정임)

 아니오 (학생 자신의 기기를 사용할 예정임 - BYOD)
학생 자신의 기기를 사용할 계획이면, BSD 교육구 웹 사이트의 "BYOD (자신의 기기를 학교로
가져 오기)"섹션을 읽고 그 의미와 요구 사항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Wi-Fi 지원에 대한 정보
학생이 집에서 학업을 완성하려면 집에서 적절한 네트워크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학생에게 적절한 Wi-Fi 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비버튼 교육구 웹 사이트에서 다양한
옵션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거나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손실 보호 프로그램
Damage and Loss Protection Program
BSD 는 한 학년 당 $20, 또는 가족당 최대 $60 의 요금으로 손실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기를 파손,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경우 가정을 보호합니다. 이 프로그램 가입 비용 $20 은
CEP 지정 학교와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혜택 프로그램 수혜 대상 학생이면서 급식 혜택 신청서의
Permission to Share (공유 허락)를 작성한 가정의 경우 면제됩니다.
BSD 교육구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은 “손실 보호 프로그램” 양식에 “No Coverage”을 선택함으로써 이
프로그램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손, 분실, 도난을 당할 경우,
가정이 이 비용에 대해 완전히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
이유를 불문하고 사건당 $300 까지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손실 보호 프로그램 등록 기간은 학생의 학교 시작 또는 교육구 소유 기기를 발급받은 후 60 일
이내입니다. 가입 요금은 파손 또는 분실로 인한 손실 청구 이전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손실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BSD 웹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Coverage – 손실 보호 프로그램 가입함
• 비버튼 교육구 소유 기기에 우발적 파손,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할 경우 가정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

•

학교 직원이 이를 선택했음을 일단 입력하면 학생은 교육구 소유 기기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교육구 온라인 지불 시스템 (Online Payment System)을 통해 또는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20 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관련 질문은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o 이를 지불해야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반 면제: CEP 학교 학생 및 무료 또는 할인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은 이
옵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급식 혜택 신청서의 Permission to Share (공유 허락) 부분을
작성하면 이 요금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신청서 수락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No Coverage – 손실 보호 프로그램 가입 안함
• 교육구 소유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No Coverage"는 파손, 분실 또는 도난 발생 시 이유 불문하고 모든 비용에 대해 가족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은 사건 당 최대 $ 300 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학생 ID

학생 이름

주의: 교육구에 학생이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각 학생에 대해 이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학부모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