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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BLE COMPUTER USE POLICY 
컴퓨터 사용 규정 

 
 

 
PURPOSE목적 

 
KIA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의 목적은 교육의 기회를 증진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학업 과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한 기대된 학업 

결과를 돕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EXPECTATIONS목표 
 
네트워크는 학교 교육의 미션, 정책, 학습 목표와 학부모-학생 핸드북에 명시된 정책과 일관된 자세로 사용될 

것이다. 학생과 교직원은 인터넷상의 자료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터넷을 접속한다: 어떤 

자료는 커뮤니티 기준과 상반되어 학급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자료는 접속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무심코/우연히적절하지 않는 자료를 접속하게 되면, 즉시 빠져나오고 교사나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네트워크 접속은 교직원, 학생과 다른 사용자들의 권리라고 하기 보다는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다. 

사용자는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워크상 다른 사용자의 사용권을 존중할 책임을 갖는다.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동안 책임감있고, 윤리적이며, 예의를 갖추어 사용할 것을 기대한다. 위반하는 사용자는 학교 

행정실로부터 접속권이 취소되며 다른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DEFINITIONS정의 
 

• 네트워크 - 인터넷 연결 유무에 관계 없이 학교의 모든 컴퓨터 
• 사용자 – 학교 컴퓨터 사용 권한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 
• 네트워크 관리자 – IT 담당 전문가 

 
 

GUIDELINES지침서 
 이 정책은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필요한 모든 행동들을 일일히 열거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수 상황에서는 

각 개인의 적합한 행동 판단에 의거한다. 그러한 판단을 돕기 위하여, 다음의 지침서를 제공한다: 
• 불법적인 목적이나 불법 형태를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포르노, 노골적으로 성적인 혹은 부도덕한 웹 사이트 접속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 정치적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접속을 금지한다. 

• 학교의 교육적 그리고 행정적인 목적에 지장을 주는 사용을 금지한다. 

• 서면 허가서 없이는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의 복사를 금지한다. 
• 인터넷을 통해 절대로 개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 
• 사용자는 다른 사람의 파일을 열지 않으며, 복사하지 않는다. 
• 네트워크 정보 저장은 언제든지 검사될 수 있는 학교의 자산(예:라카)으로 취급된다. 네트워크 관리자 

혹은 관계자는 시스템 보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통신을 검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적합한 자세로 

시스템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서면 허락이 없는 한 어떠한 상업적인 소프트웨어, 공유웨어, 또는 

무상웨어도 디스크나 드라이브에 설치할 수 없으며 다운로드할 수 없다. 
• 학생들은 교직원의 관리와 허락이 있어야만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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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인터넷 사용은 학교 과제물과 숙제를 할 때로 제한한다.     

•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상에서 비속어, 외설, 혹은 무례한 언어 사용을 금지한다. 

• 인터넷 라디오나 다른 방송 사이트 접속은 특별한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 접속을 금지한다. 

• 쪽지, 채팅, 페이스북 혹은 마이 스페이스, 트위터 같은 사이트는 학과 과제를 위해서 교사의 요청 
혹은 권장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이 금지된다. 

• 사용자는 데스크 탑의 그래픽을 바꾸지 못하며, 아이콘을 제거/추가하지 못하며, 컴퓨터의 

패스워드를 제거/추가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데이터를 개인 CD, DVD, 혹은 USB에 저장한다. 학교는 없어진 혹은 오류가 발생된 

파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학교 컴퓨터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 

 
 

STUDENT‐OWNED COMPUTERS AT SCHOOL 학생-소유 컴퓨터 교내  사용 규칙  
• 학생-소유 컴퓨터를 교실에서 사용하려면 교사의 허락을 받도록 권한다. 

• 학생-소유 컴퓨터의 학교 사용은 “학교 컴퓨터 사용 규정”의 모든 지침서를 따른다. 
• 학생-소유 컴퓨터는 학교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못한다. 

• 수업 시간에 전원 연결은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다. (발에 걸림 혹은 전력) 
• 학생-소유 컴퓨터는 교직원의 허락하에 충전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소유 컴퓨터의 분실이나 손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SCHOOL WiFi SYSTEM학교 와이파이  시스템: 

•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이외는 학교 와이파이 시스템 접속이 허락되지 않는다: 
 

o 학습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 설명이 적힌 교사의 서면 허가서. 또한 학생의 학교 와이파이 접속 
기간이 교사로부터 분명히 언급되어야 한다.  

o 학교 와이파이 접속시 학생 개인 기기에 반드시 ”바이러스 체크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 한다. 
만일 학생/학부모님들이 어떤 ”바이러스 체크 소프트웨어”를 권장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학교  IT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 KIA는 바이러스 체크 소프트웨어 설치에 책임이 
없으며, 이것은 학생/학부모님의 각자 영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견실하고 바이러스 보호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으로  Avast를 권합니다: www.avast.com  

VPN (Virtual Private Network) USE AT SCHOOL가상 개인 네트워크  사용: 

• 학습 목적의 개인 네트워크 사용 필요를 설명하는 교사의 서면 허가서가 없으면,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의 
개인 네트워크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네트워크 사용으로 인해 바이러스등의 원인모르는 
접속들이 온라인 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아래 서명함으로 위에 열거된 안내 지침과 규정을 지킬 것을 동의합니다. By signing my name, I agree to 
abide by the above guidelines and policies. 

 

학생 성명 Student’s Name (인쇄체로 Prin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년 Grade: ______ 
학생 서명 Stude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서명 Pare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ava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