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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름 학생 번호 

집 주소 

학교 이름 및 번호  

부모 혹 법적 보호자 이름   전화 번호 

부모 혹 법적 보호자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설문 조사는 응급 통신 기금 (CEF)에서 자금으로 학생 노트북 및 / 또는 핫스팟을받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FCC 의 비상 연결 기금(ECF)은 학교가 COVID-19 긴급 기간 동안 지역 사회가 

원격 학습에 필요한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되는 71 억 7 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입니다. 

ECF 는 수백만 명의 학생에게 구호를 제공하고 현재 필요한 인터넷 액세스가 부족한 학생또는 교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위한 숙제 Gpd 를 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장치는 노트북 중학생과 는 별개이며 고등학생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액세스 가 입증 된 상단이 

할당됩니다. ECF 기금으로 제공되는 장치는 학생과 해당 가정의 모든 사람이 학생의 학업 성과를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F 장치(노트북 및/또는 핫스팟)를 수령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설문조사 질문에 답하십시오. 

 

학생이 전통적인 듀발 카운티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차터 스쿨은 별도의 기금을 제공했습니다.  

 

학생이 원격 학습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인터넷 연결이 집에서 있습니까?   

       네  아니오 

 

학생이 원격 학습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랩톱이나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오 

 

학생이 무료/할인 된 점심 식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Yes             No 

 

가족이 현재 공공 지원을 받습니까(SNAP, TANF, 메디케이드 혜택)?       Yes            No 

 

가족의 연봉은 얼마인가요?  

<$10,000 <$10,000 - $29,000 <$30,000 - $59,000 <60,000 - $89,000  

<$90,000 - $129,000 <$130,000 - $159,000 >$190,000 

 

이 학생은 유급을 한적이 있습니까?             Yes            No 

 

귀하 또는 이 학생이 노숙자, 위탁 양육, 이민자 또는 헤드 스타트 참가자입니까? 

      네             아니오 

 

  



자녀가 장치에 대한 자격을 갖추는 경우, 부모/법률 보호 및 학생이 학생이 장치를 학생에게 할당한 경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해당 장치는 이메일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학생의 학교에 

배송됩니다. 학생에게 할당된 장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  합니다. 나는 그것이 ECF 자금 노트북 

및 / 또는 핫스팟을 활용하면서 학생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부모의 책임임을 이해합니다. 교육구는 

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이 보조금을 통해 제공되는 장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발급된 모든 장치는 

DCPS 에서 탈퇴한 적격 학생의 지구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 설문 조사 답변이 내 지식의 최고에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노트북과 핫스팟 

절차를 이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