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개인 정보 키트
SpacesEDU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pacesEDU는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포착하고, 소통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웹 및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은 학생들의 작업을 보고, 발전해 대한 코멘트를 남기고,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실을 “책상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개인 컴퓨터로 빠르고 쉽게 로그인하여 학생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 자녀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 플랫폼을 사용할 때 귀하 가족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개인 정보 보호 오피스에 문의하세요.
이메일
privacy@spaces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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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약속
여러분 교실에 SpacesEDU를 적용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의 수업에서 안전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자녀를 광고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K-12 학생의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마케팅이나 타겟팅 광고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언제나 자신의 노력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용자 또는 자녀의 개인 정보, 업로드된 파일, 여러분의 반응 또는 메시지는 저희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귀화와 자녀는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계정을 삭제하면 해당 계정에 연결된 데이터 및 파일이 삭제됩니다. 18개월 후에
비활성화된 학생 계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자녀의 데이터는 절대 판매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녀의 클래스룸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모든 새로운 SpacesEDU 클래스룸은 개인적인 학생 작업 공간으로 시작됩니다.
SpacesEDU를 교실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선생님들은 수업 토론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과 다른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작업을 공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데이터는 안전합니다
당사는 매우 안전한 Microsoft Azure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Microsoft
Azure는 Spaces에서 학생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업계 최고의 규정 준수 및
개인 정보 보호 인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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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 아이가 SpacesEDU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학생들은 멀티미디어(사진, 오디오, 비디오 및 텍스트)를 선생님과 공유하는 수업 작업 공간에
업로드하여 학습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자녀의 숙제를 반 친구들과
공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서비스 약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언제든지 당사 웹 사이트 spacesedu.com의 하단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서비스 약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나요?
각 클래스에 따라 클래스 표시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과 해당 교사만
학생의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SpacesEDU를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하려는지에 따를 수
있는데, 가족 구성원을 초대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또는 교육자를 초대하여 학생의 작품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SpacesEDU는 Microsoft Azure를 통해 매우 안전한 데이터 센터 및 서버 호스팅에 학생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Microsoft Azure는 학생 데이터를 SpacesEDU에 보관할 수 있도록 업계
최고의 규정 준수 및 개인 정보 보호 인증을 제공합니다. 또한 Azure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여 로컬 데이터 상주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생 데이터는 얼마나 오래 저장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SpacesEDU 계정을 활발하게 사용하면 학생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18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은 학생 데이터와 계정은 삭제됩니다.
학생이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학생의 법적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재학 중에 자녀의 SpacesEDU 계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자녀의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 평가가 SpacesEDU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 교사는 대안 과제 또는 의사소통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의 계정을
삭제할 준비가 되면 지원 팀에서 해당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rivacy@spacesedu.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가족 계정이 있는 경우 계정 설정에서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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