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ET ACCESS (인터넷 액세스) 

 

도서관 직원은 인터넷 접속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어 할 수 없습니다. 

 

RESPONSIBILITY OF LIBRARY STAFF AND USERS 

(도서관 직원과 사용자의 책임) 

 

도서관 직원은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하지 않으며, 사용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 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사용자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항상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도서관측은 도서관을 방해하는 인터넷 세션을 종료 할 권한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료는 도서관 

정책을 위반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 

컴퓨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도서관 자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내에서의  권리와 인터넷 사용 및 미성년자에 대한 

모니터링의 책임은  (미성년자는 이 정책에서 아동 및18 세 미만의 청소년)  도서관 직원이 아닌 

부모및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아동의 인터넷 이용시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책임감있게 모니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면책 조항) 

 

도서관은 최고 품질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권위, 유용성 또는 특정 목적을위한 적합성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액세스되는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직접, 간접 또는 파생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모든 출처에서 다운로드 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는 인터넷, 컴퓨터 바이러스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바이러스 검사를 이용하도록 권고됩니다. 

사용자의 디스크 또는 컴퓨터 또는 데이터 손실, 발생할 수있는 손상 또는 책임에 대해 

도서관은 그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UNACCEPTABLE USES OF COMPUTERS (컴퓨터의 사용 불가능) 

 

컴퓨터 사용을 제재할수 있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도록 격려하는 용도및 



송신 중 불쾌하거나 괴롭히는 메시지; 물질 판매 또는 사용을위한 제안및 소지등.   예를 들면 

포르노 자료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토록 유도하는 행위. 법적 기밀및 영업 

기밀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제재당할수 있으며 저적권이 있는 자료중 

네트워크상의 자료에 저작권 기호가 없으면 사용자는 모든 자료가 보호되었다는 가정하에 명백한 

사용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2.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재산을 손상시키는 용도.  

명예 훼손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평판을 해하는 것); 웜,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업로드 

말 (horse) ","시한 폭탄 (time bomb) "또는 기타 해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파괴 행위; 

"해킹"활동이나 다른 형태의 무단 액세스에 참여하는 행위.  

 

3. 컴퓨터 네트워크 나 다른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태롭게하는 용도 

인터넷. 다른 사용자와 사용자의 암호를 공개하거나 공유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다른 사용자; 도서관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도서관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바꾸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전자 메일, 채팅및 전자 통신을 사용할 때 미성년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용도 

18 세 미만 미성년자 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카드 나 (신용카드포함) 사회 보장번호등 부모의 

동의없이 인터넷에서 “만난”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주는것. 

  

5. 위반자에 대한 정보 기밀 유지 

뉴저지 도서관 기록 기밀 유지법 (NJSL 18A : 73-43.2)에 의해 개인 정보의 무단 공개, 사용 또는 

보급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도서관 이용자에 관한 식별 정보로 법 집행 기관을 제외한 사용자는 

어떤 방식 으로든 공개되거나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절대 보안, 

트랜젝션 및 파일 제공과 관련된 기술적 어려움으로 정보가 공개 될 수 있습니다. 

 

RESPONSE TO VIOLATIONS(위반에 대한 대응) 

 

도서관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는 권한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  

사용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또는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있는 다른 사용자의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으면 이 정책을 위반하는것입니다. 또한 암호는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액세스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하는경우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이 상실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경우  도서관장과  도서 이사회의 결정으로 1일 또는 최대 1년까지 인터넷 

사용권한을 제재당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