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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책임감있는 사용 
초등학교 동의서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HCPSS) 의 초등학생들은 테크놀로지와 친한 친구(PALS)입니다 . HCPSS의 
정책 8080: 테크놀로지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용 (http://www.hcpss.org/board/policies)은 HCPSS 

제재하의 활동을 위한 테크놀로지 사용시 모든 개개인이 가져야할 책임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와 이 문서를 함께 점검하고 이야기 나누신 후에 서명하여 학교로 돌려보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호 

• 학생들은 자신의 신분과 평판을 보호한다. 
• 학생들은 HCPSS 네트웍 상에서의 자신의 행동과 인격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학생들은 모든 장비 사용과 장비를 돌보는 것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적절한 태도 
• 학생들은 웹사이트, 공동 작업 앱, 교육용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도구들 사용시 올바른 태도로 

다루어야 한다. 

• 학생들은 타인을 다음과 같이 존중해야 한다: 적절한 언어와 건설적인 비평 사용 그리고 타인의 노력을 

지지해 주기. 

• 학생들은 자신의 교사가 지정해준 프로그램, 웹사이트, 기타 디지털 도구들만 사용해야 한다. 

• 학생들은 무례하고, 불손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하는데에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학생들은 타인을 괴롭히거나, 사이버상으로 괴롭힌다든가, 희롱 및 협박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법적 
• 학생들은 표절 및 미디어 복사에 관한 규범을 포함한 저작권법을 따라야 한다. 

•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공간과 시설을 존중해야 한다: 적절한 편집하기, 적절한 이미지와 파일만 

올리기,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서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재료를 지운다던가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 

하기. 

• 학생들은 자신의 교사나 담당 성인의 허가가 없이는 파일, 그림, 메세지 등을 다운로드, 저장 혹은 

인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안전과 책임 

• 학생들은 긍정적인 디지털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 학생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테크놀로지 기기와 장비를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다뤄야 한다.  

• 학생들은 자신의 교사나 담당 성인의 허가없이는 학교 시스템의 계정을 변경 혹은 수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학생들은 학교 시스템의 장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학생들은 모든 HCPSS 공동 작업 도구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본이 되는 작업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온라인 참석을 개발해 나간다. 
  
테크놀로지와 친한 친구로, 책임감있는 테크놀로지 사용에 관한 어떠한 질문이 있을 때 선생님에게 여쭤볼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수업 중에 이야기 된 것처럼, 이 정책 위반시의 처벌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이번 
학년도에 어떠한 테크놀로지든 사용하기 전에 이 동의서를 부모님과 함께 서명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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