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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가 Google의 G Suite를 고등학생의 개인 어카운트로 추가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후견인(또는 적격 학생)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한 후, 학생의 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이 승인은 학생이
MCPS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유효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자녀가 추가
서비스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MCPS는 모든 학생의 학습 성과를 돕기 위하여 테크놀로지의 이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학생이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소통과 협력, 창조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인 G Suite for Education은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을 통해 교습과 학습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온라인 도구입니다.
G Suite for Education은 학생들에게 이메일, 온라인 저장, 웹베이스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작업/협력 앱과 같은 도구와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MCPS는 이러한 주요 서비스가 모든 학생의 학업 성과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MCPS는 학생 정보의 보안 유지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MCPS가 Google과의 계약을 통하여 제공하는
G Suite for Education은 MCPS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환경입니다. Google은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FERPA)를 포함하는 모든 연방과 주법에 따라 학생 개인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Google이 전체에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의 일반 적용 규정은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s://gsuite.google.com/terms/education_terms.html.
추가 서비스 고등학교용
앞에 언급한 서비스 외에도 주요 서비스(Core Services), G Suite for Education은 부모/후견인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 또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추가 서비스에서, Google은 일반 광고를 학생이 보도록 할 수도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추가 서비스의 제공, 관리,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에 관한 서비스 규정은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s://gsuite.google.com/terms/additional_
services.html. 학생 개인정보 데이터와 보안에 관한 Google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s://edu.
google.com/why-google/privacy-security. MCPS에 대한 추가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
org/data-privacy-security/.
• Blogger—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로그-공시 서비스 제공
• Chrome 웹스토어—Chrome 앱을 보고 추가하는 서비스 제공
• Google Earth—인공 위성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구의 3D 묘사를 통해 지구를 공부할 수 있는 서비스
• Google Takeout—학생의 Google 어카운트 데이터를 백업하고 다운로드하는 서비스 제공
• Google Science Journal—빛, 움직임, 소리 등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서비스
• YouTube—비디오를 보고 게시하고 공유하는 서비스 제공
이 추가 서비스 사용 승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요 서비스 사용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학부모/후견인 승인
학생에게 맞는 선택사항을 선택합니다.
o예
 —아래 이름의 학생이 학생의 MCPS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추가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본인은 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학생의 개인정보가 수집,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o아
 니요—아래에 적힌 학생에게 MCPS 어카운트로의 추가 서비스 사용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 학생이 매우 제한적으로 로그인을
하지않고 받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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