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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PS – 미래 준비 1:1 프로그램 

 

미래 준비 1:1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학년도부터, 모든 중학교 학생들에게 보호 케이스가 있는 일대일 (1:1) 크롬북 랩톱 컴퓨터가 

배정됩니다.  학생들은 배정된 컴퓨터로 학교에서 공부를 위해 등교일 내내 사용하며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학습을 위해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1:1 프로그램이 NTPS 교육구 학생과 교직원에 맞는지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2017-2018  

학년도 2 학기 동안에  Aspire 중학교와 Salish 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1,000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 시범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으며 교육구는 

다음 학년도에 모든 중학교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NTPS 에서 1:1 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학생에게 권한이 부여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North Thurston 공립학교 교육구의 

사명입니다.  학생들이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는 디지털 세계에서 성장하면서, 21 세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디지털 시민교육이 포함된 우수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래 준비 1:1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이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학습을 돕기 위해 

동등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강습 도구를 확실히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학기 시작 첫 2 주간에 컴퓨터를 집에 갖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각 학교는 가족들에 연락하여 미래 준비 1:1 프로그램을 위해 특정 시작날과 추가의 내용을 

통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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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학교에서 첫 시작합니까? 

교육구는 현재  미래 준비 1:1 프로그램을 중학교에서 먼저 시작하고 이어 다음 해에 고등학교에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1:1 프로그램에 쉽게 

들어가기 위해 먼저 준비시키려 합니다.  또한 저희 교육구 중학교 학생들은 가장 높은 기존 크롬북 

분포를 갖고 있어 먼저 중학교 수준에서 1:1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른 NTPS 학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 진행 결과와 자금지원에 따라, NTPS 는 2019-2020 학년도에 모든 고등학교로 미래 

준비 1:1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NTPS 는 초등학교에서 1:1 집에 가져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교육구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계속하여 학교 강습을 돕기 위해 학교건물과 교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크롬북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NTPS 는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자원 사용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비용의 해결책으로 크롬북을 

학생들의 주요 랩톱 컴퓨터로 선정하였습니다.  NTPS 크롬복 랩톱 컴퓨터는 보호화되어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기기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 인터넷 사용은 물론이고 학생 학업성공을 

위한 구글 앱스를 통한 강력한 학업도구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교육구 자금의 좋은 운영자로서, NTPS 교육구는 주와 지역사회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자금을 이용하여 이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컴퓨터를 잃어버리거나, 절도, 파손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소정의 저렴한 비용으로, NTPS 1:1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기 전체를 커버하거나 사고발생 수에 

따라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작 전에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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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될 것입니다. 1:1 보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자금은 프로그램 내에서 유지되며 1:1 컴퓨터 

기기의 계속되는 수리, 교체, 업그레이드에 사용될 것입니다. 

 
 

자녀가 집에 컴퓨터를 갖고가면 무엇을 컴퓨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까? 

NTPS 교육구는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안전을 크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는 웹사이트 필터를 하여 컴퓨터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위험한 내용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 자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교 외에서 컴퓨터 사용에 관한 안전과 책임에 

대해 가족을 도울 것입니다.  

 

미래 준비 1:1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내년 프로그램 시작 전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밤 모임을 개최하여 

프로그램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통지문을 기다려 주시고 다음 웹사이트에서 미래 준비 1:1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www.nthurston.k12.wa.us/futureready.  

http://www.nthurston.k12.wa.us/futurerea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