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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크롬북 파손/분실 프로그램
2018-2019 학년

크롬북 파손/분실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는 자발적 입니다. 이 서류 전체를 읽어 주세요(뒷장을 포함하여). 학생마다
학부모/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학생마다 한개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학생 번호

학생 이름:

학년:

바코드

네

아니요

저는 크롬북 파손/분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합니다. 이

저는 크롬북 파손/분실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절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커버되지 않는 파손, 분실에대한 제책임을

저에게 빌려준 장비에대한 어떤 파손이나 분실에 저는

포함하여 참여 조건사항에 동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00%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의도적 오용, 남용, 방치로 인한것은 커버되지 않습니다.
지불선택:
크롬북 파손/분실 프로그램의 표준 등록비는 학년당

$25.00 입니다. 무료/할인 점심 요금 혜택이되는
학생들은 할인을 받습니다. 아래 사항에서 비용선택을
하십시요. (수표는 에드먼즈 학군 앞으로 하세요)

 학년당 표준 등록비 $25.00. 환불불가능.
 제학생은 현재 무료/할인 점심 요금 혜택을
받습니다-학년당 $10.00. 환불불가능.

장비의 대체 총 비용은 $305.00입니다.
부품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크롬북
● 스크린
● 키보드/터치패드
● 전선
● 경첩
● ESD 학군 로고 케이스

$ 305.00
$ 70.00-175.00
$ 125.00
$ 25.00
$ 45.00
$ 25.00

위 항목에 어떤 파손이나 분실이시는, 학생의 영구적
벌금 구좌에 벌금이 부과될 것 입니다.

2학기에 중에 새 등록 학생:


이학년 남은 기간동안 $15.00 표준 등록비.
환불불가능.

 제학생은 무료/할인 점심 요금 해택을 현재 받습
니다-이학년 남은 기간동안 $5.00. 환불불가능.

부모/보호자 서명:

부모/보호자 서명:

인쇠체 이름 :

인쇠체 이름:

날짜:

날짜:

*가격은 배정된 크롬북 모델에따라 다름니다.

흰색 – 학군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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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학생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분 학생이 학교와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급될 크롬북을 포함합니다. 저희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게 할수 있어 행복합니다. 저희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이 도구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좋은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학생에게 발부된 교과서, 팀 유니폼, 그리고 학교의 다른 소유물같이, 이런 귀한 자원들을 바르게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크롬북도 다를바 없지만, 학군은 증가된 비용을, 학생과 부모님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분실이나 사고가 발생합니다.
학군의 정책, 규정과 관례는 학군의 물건의 수리나 대체 비용을 위한 추가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크롬북
같은 컴퓨터 기구는 분실시나 파손시에 큰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학군은 크롬북의 우발적 파손, 도난, 고의적인 파손, 또는 분실시에 가족의 재정적 위험을 감소키위해 크롬북 파손/분실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 입니다.

커버와 혜택: 이 프로그램은 학생에게 빌려준 크롬북에대한 그해동안 우발적인 파손, 도난, 고의적 파손, 또는 분실을
커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의적인 오용, 남용, 방치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만일 학생이 학생 사용 안내서에서 설명한
대로 적절한 주의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행동으로 인해 장비의 파손이나 분실을 초래하면, 수리나 대체 비용
은 학생/부모의 책임일 것 입니다.
만일 크롬북이 우발적인 파손, 도난, 고의적인 파손, 또는 분실되면, 그것은 다음 공제 일정에따라 수리될 것 입니다:

공제 금액:
첫번째 사건: $0
두번째 사건: $25 ($10 무료/할인)
세번째 사건: 수리 또는 대체 전체 비용
도난-크롬북 도난시, 에드먼즈 학군은 경찰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거짓 도난 신고는 수사를 위해 경찰에 넘겨질
것 입니다. 거짓 신고를 한 학생은 또한 징계 조치를 받을것 입니다.
여러분이 크롬북 파손/분실 프로그램 등록을 원치 않으시면, 파손 또는 대체시 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