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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 Behavior Contract for Technology Usage

Robert C. Fisler School is a Common Sense Digital Citizenship Certified School. Digital citizenship skills are essential at

Fisler School, where students are equipped with devices and programs that are used in a digital learning environment.

Students use technology to explore, connect, create, and learn in ways unimaginable, both in and out of the classroom, with

24/7 access to learning. We are dedicated and committed to promoting digital literacy, digital citizenship and digital

responsibility at Robert C. Fisler School. Students are held accountable for their behavior/technology use that may impact

academics and the emotional/physical safety of themselves and others, during school and after school hours. Parents and

students are responsible for reviewing all details in the Mobile Devices Manual: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pZ161DIasyZI4omsJrr6KOUJJG7foWu0pJJc1xGnPk/edit

Digital Citizenship and Responsibilities:

1. I will follow Robert C. Fisler’s  zero-tolerance bullying policy (No Bullying Contract,) which includes cyberbullying. I will not be

involved with “digital drama” or spreading of unkind words to disrespect others using mobile devices or social media. Cyberbullying

includes the transmission of harassing communications, direct threats, trolling, or other harmful text, sounds, or images on the

internet, social media or other technologies, on or off campus, in a manner that is likely to cause disruption of a school activity or

attendance. Cyberbullying also includes breaking into another person’s electronic account and assuming that person’s identity in

order to damage or victimize that person’s reputation.

2. I will follow Robert C. Fisler’s Academic Honesty Policy.  There will be no screen sharing during instructional hours. I will use the

internet safely and responsibly and not use the internet for academic dishonesty (plagiarism.)

3. I will not go to sites that are inappropriate.

4. I will respect device(s) by not tampering with the hardware, software and/or data.

5. I will only use applications, software & programs approved by the district. Students will only use internet sites required to

complete assignments/projects and those approved by the teacher. Failure to stay on task may result in the loss of

privileges and/or disciplinary actions.

6. I will respect the privacy of others by not obtaining and storing passwords of other student devices.

Discipline Policy:

1. First Offense: Student will be issued a school-loaned device.  The device will be kept at school during after school hours and

weekends.  Accommodations will be given to complete assignments, and grades will not be impacted. Consequences based on

school’s discipline policy also apply.

2. Second Offense: Student will be issued an iPad during instructional hours. Consequences based on school’s discipline policy also

apply.

3. Third Offense: Accommodations will be given to complete assignments without a device, and grades will not be impacted.

Consequences based on school’s discipline policy also appl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 Name Printed: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meroom:_________

_____I understand that device(s) and programs are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I understand that if I violate any of

the rules stated above, I will lose privileges and/or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s. I have reviewed the online Mobile

Devices Manu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 Signature Parent Signature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pZ161DIasyZI4omsJrr6KOUJJG7foWu0pJJc1xGnPk/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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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단기술 사용에 관한 학생의 책임 서약서

로버트 C. 휘슬러 학교는 양식있는 건전한 디지털 시민의 품위에 대해 공인 받은 학교입니다. 디지털 시민의 기술능력은

휘슬러 학교에서는 지극히 필수적인 항목으로서 첨단 디지털 수업 환경에서 활용되는 장비와 프로그램을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육되고있습니다.   학생들은 첨단기술에 힘입어 주7일24시간 끊임없이, 교실안에서와 밖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얻게됩니다.   휘슬러 학교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응용능력, 디지털

시민의 품위와 책임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시간및 방과 후 시간의 활동

내용과 자신들이 사용하는 첨단기술이 학업 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정서적/신체적 안전에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 모두는 웹사이트 http://bit.ly/2ulz01a에 있는 모바일 기기 사용

매뉴얼의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의 품위와 책임

1. 나는 로버트 C. 휘슬러 학교에서 정한 학원폭력, 특히 사이버 폭력에 관한무관용 규정을 준수한다.  나는 모바일

기기 또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 즉 “디지털 드라마” 또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위한 무례한 말들을

퍼뜨리는 일에 직접/간접적 으로 가담하지 않는다.  사이버 폭력이라함은 학교 안과 밖에서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및 유사한 첨단기술을 매체로 하는 공격적이거나 괴롭히는 통신문의 발송,직접적인 협박, 상대를

약오르게 하려고 보내는 메세지, 그밖의 악영향을 끼치는 문서나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인하여정상적인 학습 활동 또는

학교 출석에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사이버 폭력은 다른사람의 전자 계좌에침입하여 그 사람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2. 나는 로버트 C. 휘슬러 학교가 정한 학문의 정직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수업 중에 화면을 공유하지 않는다.

인테넷을 사용할 때 필요한 안전규칙과 책임을 준수하며 학문적인 부정행위를 위하여 인터넷을사용하지 않는다. (표절,

베끼기)

3. 나는 부적절한 웹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4. 나는 전자기기들을 소중히 다루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정보 등을 함부로 변경/조작하지않는다.

5. 나는 나에게 주어진 과제/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선생님이 허락한 앱,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만을

사용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권한을 잃게 되거나 아울러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나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다른 학생들의 전자기기들에 사용되는 암호를알아내거나 저장해 놓는 일을

하지 않는다.

징계에 관한 규정

1. 첫번째 위반:  학생은 학교 소유 기기를 사용하게 한다.  학교 소유 기기는방과후와 주말에 학교에 보관한다.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제공하며 이로 인한 성적평가에 대한 영향은 없다.  학교의일반 징계규정에 의한

처벌은 별도로 적용된다.

2. 두번째 위반:  수업시간중 학생은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한다.  학교의 일반징계규정에 의한 처벌은 별도로 적용된다.

3. 세번째 위반:  학생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것은 학교에서 제공하며 이로 인한

성적평가에 대한 영향은 없다.  학교의 일반 징계규정에 의한 처벌은 별도로 적용된다.

-------------------------------------------------------------------------------------------------------------------------------------------------------------------------

학생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홈룸: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  나는 모든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학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위에 서술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유 내게 주어진 권한을 잃게 되거나 아울러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웹사이트에 있는

모바일 기기 사용 매뉴얼의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숙지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서명 학부모 서명

http://bit.ly/2ulz0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