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nut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
880 S. Lemon Avenue l Walnut, California 91789 l Tel. (909) 595-1261
“KIDS FIRST – Every Student, Every Day”

허용이 되는 사용 방침(Acceptable Use Policy)
서명하시기 전에 이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월넛밸리 통합교육구는 교육, 학습 및 소통을 위해 글로벌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 자원들을 지식적이며
책임있게 사용하는 것은 학생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학교가 모든 온라인 활동에 필요한 개인의
정직성, 예절, 및 공공 책임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함에 있어 부모님들께서도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넛밸리 통합교육구의 테트놀러지 사용 방침은 테크놀러지 사용에 관련된 모든 행동들이 ParentStudent Handbook에 나와있는 교육구 전반적 요구사항 및 절차(district- Wide Requirements and
Procedures)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습 및 행동 방침과 기대치는 학생이
학교에서 지급받은 테크놀러지나 개인의 테크놀러지를 캠퍼스 안에서 사용할 때 또는 캠퍼스 밖에서의
어떠한 행동이라도 캠퍼스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면 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학생이 정보 기술 서비스나 기기 (학교 부지에서의 개인 소유 기기 및 컴퓨터 사용을 포함해서)를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테크놀러지 특권을 박탈 당하거나 다른 징계 조치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또는 기타 계약 (예: 데이터,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을 포함하여
불법 활동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법 및 규정, 미국연방 법 및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테크놀러지 사용 방침”에 위반으로 징계 및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님은 “허용되는 테크놀러지 사용 동의서” 에 서명함으로써, 월넛밸리 통합교육구 안에서의
모든 테크놀러지 사용에 관한 학교의 규칙, 규정 및 온라인 에티켓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르겠다는
동의의 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방침을 위반 했을 경우 정학, 퇴학 및 형사 소송을 포함하여
징계 및 법적 처벌의 대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권리의 포기(Waiver of Privacy Rights)
사용자는 월넛밸리 통합교육구 테크놀러지 및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무엇이든 만들고, 저장하고, 보내거나
받을 때, 명확히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개인 테크놀러지를 사용하는 학생도 학교
부지에서 사용할 때는 이와같이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월넛밸리
통합교육구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해 만들고, 저장하고, 보내고 받는 모든 것을 교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감독 교직원은 부적절한 사용이 있는지 네트워크 활동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파일들은 이 절차의 일부로 또는 징계 수사의 일부로 검사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 발단시 타당했고 범위내에서 합리적이다." (New Jersey v. T .L.O (1985).” “학생이 학교의 법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수색을 통해 나올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1985)
캠퍼스에 가져온 어떤 종류의 테크놀러지도 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 (Security)
어떠한 컴퓨터 시스템이라도 보안은 최고의 우선 순위입니다. 만약 보안의 문제가 발견되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익명으로 계정을
만들거나 또는 가짜 신분 또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는 안됩니다(SB 141 l). 학생들은 절대로 집
주소, 개인 전화번호, 또는 다른 학생들이나 월넛밸리 통합교육구 커뮤니티 멤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누출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휴가 계획, 재정 정보 및 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나누지 않도록 권장해 주십시오. 온라인의 모든 정보는 사적이 아니며 공유할 수도 있고, 재
유통도 되고 조작도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학교에서 불법으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금지구역을 들어가려고 시도하거나 정보차단 장치를
우회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컴퓨터에서는 확인된 폴더안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도 복사할 수 없습니다.

공공 기물 파손 행위 (Vandalism)
공공 기물 파손 행위라 함은 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사용자, 또는 다른 기관, 또는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무모하게, 또는 악의적으로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컴퓨터 바이러스
만들기 또는 업로딩, 또는 소프트웨어 추적, 키로거들, 기기 또는 시스템 의 성능 저하 또는 방해를
포함하나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기물 파손의 행위라도 컴퓨터 사용 권한 박탈, 징계 (퇴학 포함),
법적 가능 조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표절 및 불법 복제 (Plagiarism and Piracy)
인터넷은 방대한 정보자료를 창출해 냄과 동시에 새로운 표절 및 다른 형태의 부정 교육의 기회들을
만들었습니다. 월넛밸리 통합교육구의 교육 청렴 정책은 모든 형태의 온라인 정보 수집 및 사용,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사용,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참조를 인용하지 않은 것에 적용되며, 승인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법 복제라 함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오리지날 콘텐츠를 무단 복제
그리고/또는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업, 개인 또는 상업용으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부터 무료로(승인이 없는 장소로 부터)다운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유 사이트는 완전히 합법적
이지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얻는데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월넛 밸리 통합
교육구의 청렴 정책의 직접적인 위반입니다.

사용자 정보 업데이트 (User Information Updates)
정보 서비스 및 업데이트는 서비스를 계속 하기 위하여 가끔 새로운 등록과 계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는 계정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정보 시스템에 알려야만 됩니다.

무선 네트워크 (Wireless Network)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무선 네트워크 사용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 및 학교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학교의 “허용되는 테크놀러지 사용 방침”에 명시된
모든 기대치는 학교 무선 네트워크 사용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승인한 테크놀러지
기기를 학교에서 승인한 네트워크 (특정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내에서 규정이 만들어 질 수도 있음)
에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테크놀러지 (Personal Computers and Technology)
개인 노트북 컴퓨터 및 다른 전자기기 (iPads , Kindle s , Smartphone s 등)의 사용이 학교 캠퍼스에서
허용됩니다. 교장/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학습을 위하여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인 기기의 유지 보수 및 보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교육구는 개인 소유물의
손실, 손상 또는 도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개인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허용되는 테크놀러지 사용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개입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Ne w Je rs e y v. T .L.O (1985) “ 검색을 함으로 학생이 법이나 교칙을 위반 했거나, 하는
중이라는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 합리적 근거”(1985) 가 있다면 캠퍼스에 가져온 모든 기기들은
검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포털 및 통신 Student Portal and Communication
학생 포털은 중 고등학생들에게 학 과목 숙제 및 토론 포럼이 포함된 학업 코스 관리 시스템의 액세스를
제공해 줍니다. 학생들은 또한 파일 저장, 비공식 성적 증명서, 학교 일정 및 양식들을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교사진은 또한 승인된 학술 사이트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자 토론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교사진/교직원들과 학교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시길 권장합니다. 모든 전자통신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24- 48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비용 및 서비스 Fees and Services
온라인 시간,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는 인터넷 자료,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를
받기위하여 월넛밸리 통합교육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 할 경우, 요금 또는
청구금액을 학생 그리고 /또는 가족이 보상하거나, 컴퓨터 사용 권한 박탈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Internet Use)
학교는 누구든지 인터넷에 로그인 할 때 아래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1) 컴퓨터
사용사들의 월드와이드 네트워크(이메일,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등을 통해) (2)공공 및 민간 데이터베이스
(3) 광대한 도서자료 및 학술 자료들 (4) 여러 종류의 불쾌하거나 위험한 자료들.
모든 네트워크 사용은 K-12 기술 정보 부서에 의해 감독이 되며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 학교는 학생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부적당한 온라인 자료 접근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행동 기준 (Standards of Conduct)
월넛밸리 통합교육구는 온라인에 게시된 컨텐츠를 검색 할 의도는 없지만, (학교가 주목할 만 한 문제가
생긴다면) 만약 수업시간 이 외에 학교 밖에서 일어난 전자 사용 행위가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학교는 그 행위에 대해 징계할 의무는 없지만 권리는 있습니다.
월넛밸리 통합교육구 사용자는 공공 및 글로벌 시스템에 저희 교육구를 대표한다는 것을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컴퓨터 사용자들은 전 학년에 걸쳐서 계속 될
컴퓨터 교육의 일부인 네트워크 에티켓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월넛밸리 통합교육구는 학생의 월넛
밸리 통합 교육구 네트워크 시스템의 사용으로 또는 사용 능력 부족으로 생기는 정보손실을 포함한
(그러나 국한되지 않은) 어떤 종류의 손실이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기준들은 아래를
포함하나 국한하지 않습니다.

액세스 (Access): 월넛밸리 통합교육구는 캠퍼스 네트워크를 필터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부적절한 콘텐츠
(웹사이트 및 음악 포함)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학생들은 인터넷
접속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다른 핫스팟 포함)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의 (Courtesy): 컴퓨터 사용자들은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메세지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 달라고
부축이면 안됩니다. 유머나 풍자는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절한 언어 사용(Use of Appropriate Language): 저속적이고, 외설적이며,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려하기(Being Considerate):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예.매우 큰 파일을 다운로딩 또는 업로딩, 온라인 “채팅”을 과도한 시간 사용하는 등등)을
피해야 되는 책임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소셜 미디아 (Social Media). 월넛밸리 통합교육구의 다른 학생들, 교사들, 행정인들, 학교 자체, 또는
개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자료를 소셜 네크워크와 개인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학생들은 교육구에서
허용하는 행동 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법 집행관, 다른 학생 및 가족들, 또는 다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법적 고소를 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웹페이지에서 한 모든 말과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됩니다. 저자
또는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 통신망 (예. 이메일, 사진, 비디오, 또는 다른 이미지등)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희롱, 비방, 협박, 또는 창피를 주기위해 학교나 다른 학생으로 가장하여
웹페이지나 프로필을 만드는 것은 SB 1411(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경범죄) 법 위반이며, 학교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법 집행관, 다른 학생 및 가족들, 또는 다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School Community). 학생들은 자신이 인터넷에 게시한 학교나 학교커뮤니티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도 책임을 져야됩니다. 학교는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게시물에 대해 (캠퍼스 밖에서
발생한 활동이라도) 징계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 공유(Password Sharing): 학생들 간의 비밀번호 공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 안전 계획의 일환으로 비밀번호를 부모님과 공유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처벌(Penalties for Improper Use)
월넛밸리 통합교육구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며, 오용은 계정의 제한 또는 취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용은 또한 징계 및/또는 정학, 퇴학, 또는 정부 당국에 의한 형사
고발 을 포함하는(그러나 국한되지 않은)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월넛밸리 통합교육구의 허용되는 테크놀러지 사용 동의서
(Walnut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 Technology Acceptable Use Agreement)

학생 섹션(Student Section)
저는 “허용되는 테트놀러지 사용 방침”을 읽었으며 이 규칙과 지침을 따르도록 동의합니다. 모든 규칙은
제가 월넛밸리 통합교육구 학생으로 소속되어 있는 동안 적용되며, 제가 캠퍼스 안에서 사용하거나 학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Parent-Student handbook에 명시된 행동들에 관련된 모든
방침은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 이메일 및 인터넷 사용에도 적용됩니다. 저는 이 “허용되는 테크놀러지 사용
동의서”를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는 이 규칙들을 위반할 경우, 컴퓨터 사용 특권을 박탈 당하든지,
징계 및/또는 법적 조치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 섹션(Parent or Guardian Section)
저는 이로써 제 자녀의 월넛밸리 통합교육구 컴퓨터 네트워크 사용으로, 또는 사용 능력 부족으로 생긴
어떠한 종류의 손실 및 모든 청구로 부터 월넛밸리 통합교육구의 직원들 및 소속된 모든 기관에 대해
책임을 해제합니다; 이는시스템의 무단 사용으로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청구서를 포함
(그러나 국한되지 않은) 합니다.
저는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 기술 시스템 사용의 규칙에 대해 제 자녀에게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 포함된
동의서들은 제 자녀가 등록된 월넛밸리 통합교육구의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저는 월넛밸리 통합교육구가 논란 의 여지가 있는 모든 자료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자료들에 대해 교육구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또한
제가 아는 어떠한 시스템 오용에 대해서도 학교 행정부에 보고 하기로 동의합니다. 오용에는 포르노,
비 윤리적, 또는 불법 호객행위, 신체적 또는 성적 위협, 인종차별, 성 차별, 부적절한 언어 및 정보,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폭로가 제시되거나 들어있는 메세지를 보내거나 보려고 찾는 행위을
포함하는 (그러나 국한되지 않은)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제 자녀의 정보 기술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이메일 및 네트워크 사용자 계정을 발행 받는것을 허락하며, 제 자녀와 저는 이 동의서에
포함된 정보를 읽었고, 이해했으며, 이 동의서에 명시된 모든 규칙을 준수 할 것에 동의함을 보증합니다.
해당 학교나 교육구 웹사이트 http://www.wvusd.k12.ca.us 에 있는 수취 확인 서명(Signature Acknowledgment)
페이지를 다운로드 하시어 댁의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