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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북 손/분실 신청서
2017-2018 학년도

본인의 관리아래 대출된 크롬북의 분/ 손실을 막기위해 본인이나 본인 자녀에게 보호권을 제공할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니,
여기있는 서류전체를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뒷면포함). 이 프로그램에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한 학생당 한 서류작성 필수임.
학생명:

학년:

네

아니오

크롬북 분/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크롬북 분/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분/손실은 내 책임이란
거부합니다.제가 알기론 대여 기기에 어떤
것이포함된 참여의 조건에 동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손실/분실이 있을시 전적으로 책임질것입니다.
가족일원에 의해 의도적 오용, 내지 남용이나 방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 손해 배상 금액은 305 불입니다.
부속품 가격은 다음과 같음:

납부선택:
크롬북 분/손실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표준납부액은

● 크롬북

$ 305.00

한 학년도에 30 불입니다. 이 액수는 무료/할인된

● 스크린

$ 70.00

● 키보드/터치패드

$ 125.00

● 전선

$ 25.00

● 경첩

$ 45.00

● 애드먼즈 학군 로고 슬리브

$ 25.00

점심혜택을 받는 학생에게는 할인됩니다. 아래 기재된
귀하의 납부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표는
애드먼즈 학군 앞으로 하시기 바람):
한 학년당 표준 납부금 30 불 이며 환불
불가.

위의 어느 품목이건, 학생의 영구 벌금구좌에
부과될것입니다.

내 학생이 현 무료/할인 점심혜택에 자격이
됨 – 한 학년도에 10 불이며 환불불가.

공제액:
손실

없음

도난

없음

분실

150 불

교무실 사용에 한함

날짜:

날짜:

학부모/보호자 서명:

학부모/보호자 서명:

프린트명:

프린트명:

흰색–학군 카피

노란색 – 학부모카피

Rev 6/17

에드먼즈 학군
크롬북 분/손실 프로그램 2017-2018
학년도
귀 학생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크롬북이 포함되는데 학교와 가정에 사용할수 있게 귀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이런 강력한 도구가 저희 학생들에게 주어진다는 게 대단히 흥분됩니다. 또한 저희가 알기로
학생과 학부모 양측에서 이런 도구를 안전하고 원상태로 보존하는데 있어 우려를 표한 바있습니다.
교과서와, 팀유니폼과 기타 학교물건이 귀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런 소중한 자료들을 적당히 돌보는 것도
책임입니다. 크롬북도 다르지 않지만, 학군에는 가중된 비용이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감입니다. 손실과
사고가 있을 거라는 걸 저희도 잘압니다.
학군방침,규제가 벌금 부과를 필요로 하는 건 학군 물건의 배상금이나 정비에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크롬북같은 콤퓨터기기는 분실내지 손실비용이 어마어마할수 있습니다.
학군에서는 만일 크롬북이 우연히 손실, 도난, 파손되거나 분실될경우가족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크롬북 분/손실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보험과 혜택: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대여해준 크롬북에 대한 모든 사고로 인한 일년간 손실, 도난,
파손내지 분실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하나의 에드먼즈 학군 로고 슬리브와 하나의 전기줄이 일년동안
해당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일원에 의한 의도적인 오용, 남용내지 부주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학생이
학생핸드북에 기재된대로 올바로 돌보지 않거나 적절한 주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 행위로 인해 기기의
손실이나 분실을 가져다주는데, 정비나 배상금액은 학생/학부모의 책임입니다.
만일 크롬북이 사고로 손실되거나 파손된경우에는 부담없이 고쳐지게 됩니다.
만일 크롬북이 분실된경우는,305 불 전액상당의 금액이 155 불로 삭감이 될것입니다 (학부모가 150 불 공제액을
부담함). 일단 납부금이 지불되면, 학생에게 딴 크롬북이 주어지지만, 학부모는 두번째로 같은 학교 학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두번째 크롬북에 관련된 정비나 배상금 전액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분실된 크롬북이 원상태로 회복될시에는 공제액이 반납됩니다.
도난 – 만일 크롬북이 도난당할경우, 애드먼즈 학군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난의 허위신고는
경찰에 수사를 위해 회부됩니다. 거짓신고한 학생은 훈육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크롬북 손/분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크롬북의 손실이나 대체로 인한 손해 배상금
전액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