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understand that using the Internet or my mobile device is a privilege, which is subject to the following rules:
1. I will not give my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school name, or parents’ names to anyone I meet on the
computer.
2. I must tell my Mom and/or Dad all of my social networks’ usernames and passwords. They have access to all
of my files/apps (anything on my device) at any time.
3. I will not download anything or install apps or games without first asking my parent(s).
4. I understand that some people online pretend to be someone else. I will never let someone into my social
network that I do not already have a real face-to-face relationship with.
5. I will not fill out any form online that asks me for any information about myself or my family without first asking
my parent(s).
6. I will not buy, order anything online, or give out any credit card information without first asking my parent(s).
7. I will never write or post anything online that I would not want my parents to see. I will not use profanity or
offensive language.
8. I will promo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cause or charity) that helps others in my social
network as a condition of having a social network.
9. If someone sends me any pictures or any e-mails using bad language, mean rude or threatening words, I will
not respond and tell my parent(s).
10. If someone asks me to do something that I am not supposed to do, I will not respond and tell my parents.
11. I will not call anyone I meet online or in person, unless my parent(s) say it is okay.
12. I will never meet in person anyone I meet online, unless my parent(s) say it is okay.
13. If I receive an inappropriate photo from someone, I will not respond or show my friends. I will immediately tell
my parent(s).
14. If anyone I meet online sends me anything in the mail or by email, I will tell my parent(s). I will not keep online
secrets from my parent(s).
15. If I make a mistake or see something inappropriate, I will tell my parent(s) as soon as possible.
16. I will respect the house rules for technology and screen time.
17. If I do not follow the above mentioned rules of this contract, I will accept the consequences my parent(s) give
me, which may include (but not limited to) losing access to the internet, my phone, or any other electronic
devic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child

Signature of parent /guardian

Date

After signing, post visibly by computer.

Date

나는 인터넷이나 나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다음의 규칙을 조건으로 하는 특혜라는 것을
이해한다.
1. 컴퓨터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나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또는 부모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2. 나는 엄마와/또는 아빠에게 나의 모든 소셜 네트 워크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말해야만
한다. 부모님은 언제든지 나의 파일/앱(기기에 있는 모든것)에 접속한다.
3. 나는 부모님의 허락없이 앱이나 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않는다.
4. 나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인척 하는 것을 안다. 나는 안면이 있는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을 나의 소셜 네트워크에 들이지 않는다.
5. 나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내자신이나 가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기록하지 않는다.
6. 나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거나 주문하지 않고 크레딧 카드의
정보를 내주지 않는다.
7. 나는 부모님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온라인상에 결코 쓰거나 올리지 않는다. 나는
불경스러운 언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나는 소셜 네트워크를 가진 상황에서 나의 소셜 네트워크에 다른 사람을
돕는_______________(조직이나 단체)를 홍보 할 것이다.
9.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언어나 비열하고 무례하거나 협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진이나
이메일을 내게 보낸다면 대응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한다.
10. 만약 누군가가 내가 해서는 안되는 일을 요구한다면 대응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한다.
11. 나는 부모님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상이나 직접 만난 사람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12. 나는 부모님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상에서 만난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13. 만약 누군가로 부터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받았다면 대응하거나 친구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즉시 부모님께 말 할 것이다.
14. 만약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이 나에게 메일이나 이메일로 무언가를 보낸다면 부모님께
말 할 것이다. 나는 부모님께 비밀로하고 온라인상에 보존하지 않을 것이다.
15. 만약 내가 실수를하거나 적합하지 않은것을 본다면 즉시 부모님께 말할 것이다.
16. 나는 테크놀러지와 스크린 타임에 대한 집안의 규칙을 존중 할 것이다.
17. 만약에 내가 위에 언급된 게약서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부여한 인터넷 사용
금지, 핸드폰 사용 금지 또는 그 이외에 전자 기기 사용 금지를 포함한(제한없이) 어떠한
벌도 받아 들일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서명

날짜

서명 후, 컴퓨터 옆에 잘 보이게 게시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