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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개인 소유 기기 가져오기(Bring Your Own Device, BYOD) ... 어떤 

기기를 가져와야 할까요?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중 개인 소유 기기(휴대전화, 테블렛, 랩탑, 기타) 사용이 

점점 더 많은 학습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러한 경험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자녀의 

학교에서의 개인 소유 기기 사용에 대해 숙고하시도록 아래 몇 가지 아셔야 할 점들을 나열하였습니다: 

• GCPS 는 학생이 학군의 BYOD 방침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나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생은 자신이 사용하기에 편한 기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 학생이 수업중 다양한 학습 활동에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한 개의 기기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몇몇 기기들은 다른 기기들 보다 특정 학습 활동 수행에 더 적합합니다. 학생이 수업 중 하는 활동에 

따라 기기의 옵션과 한계를 따져보십시오. 
- 테블릿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좋은 선택이며 온라인 리서치, 비디오 시청, 앱을 사용한 

필기 등에 좋으며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 제작도 가능합니다.  .  

- 크롬북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크롭북은 테블릿과 

비교해 학생들의 문서 작성이 좀 더 수월합니다.  대부분의 크롭북의 문서들과 앱은 

클라우드에 있으나 인터넷 접속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 문서와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하고, 구글과 크롬 웹 앱에 접속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과제물 작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의 접속이 가능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및 인터넷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랩탑을 좋아합니다.  
 

자녀를 위해 랩탑, 크롬북, 테블릿을 보고 계시다면, 다음 특징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기의 특징 랩탑 크롬북 테블릿 

권장 학년... 모든 학년에 사용 가능하나  

중.고등학교 학생용으로 좋음 
모든 학년에 사용 가능하나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학생용으로 좋음 

특별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용으로 좋음 

 

스크린 크기 9인치 이상 9인치 이상 7”인치 이상 

메모리/RAM 4GB 이상 4GB 이상 해당 안됨 

저장 용량 최소 128GB  최소 16GB (32GB 최적) 최소 16GB(32GB 최적) 

배터리 수명 7 시간 이상 7 시간 이상 7 시간 이상 

*무선(Wireless) 802.11 A/B/G/N 또는 AC 802.11 A/B/G/N 또는 AC 802.11 A/B/G/N 또는 AC 

작동 시스템 윈도우 10 이상 

Mac OS - OS X 10.14 Mojave 
이상 

크롬 OS 83 이상 iOS 12 이상 

안드로이드 Pic 10.0 이상 

*무선:  N이나  AC를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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