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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학생중
심·현장중심 교육정보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업 현장에 스마트 단말기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수업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 효과가 증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본교 교사들은 단말기를 활용한 수
업 사례를 공유하고 사용 규칙을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있으며, 2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 단말
기(크롬북)를 배부하고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교육하였습니다.
아래는 스마트 단말기의 적응을 위한 학생 교육 내용입니다.

[ 스마트 단말기 배부 및 적응 교육 ]
▶ 배부 기기 : 스마트 단말기(크롬북), 스마트 펜
(크롬북은 Google Workspace를 활용하여 계정 관리자가 기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배부 일자 : 8월 23, 24일
▶ 배부 수량 : 본교 2학년 학생 1인 1대 배부 (2022년 8월 22일 기준)
▶ 배부 목적 및 기대 효과 : 다양한 수업 경험 제공 및 학습 효과 증대
▶ 학생 대상 교육 : 8월 25 ~ 30일, 학급별 진행
▶ 학생 교육 내용 : UI 소개, 주의사항 및 규칙 등 교육
▶ 학급별 관리 담당자 교육 : 8월 23, 24일(1차 교육), 9월 7일(2차 교육)
배부 및 교육 직후 9월 1일부터 수업 현장에 도입하였으며, 현재 수업 모둠 활동, 어휘 학습, 자료
조사, 문제 풀이, 발표 등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여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학년 도입을 시
작으로 전교생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지급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여 경화여자고등학교의 미
래교육 실현에 한발 다가서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드리고 양해 구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 단말기 활용 시 당부드리는 말씀 ]
- 배부된 스마트기기는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대여한 학습용 기기이며, 경기도교육청 경화여자고
등학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승인 없이 가정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 기기(스마트 단말기 및 펜)의 파손·고장·분실·도난 시 기기 사용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고
의 및 중과실의 경우 사용자가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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