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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규정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항목: ACA, ACF, ACF-RA, IHC-RA, IJA-RA, IOE-RB, ISB-RA, JEA-

RA, JEC-RA, JEG-RA, JHB-RA, JHE-RA 

책임 맡은 사무실: 수석 학업 책임관(Chief Academic Officer) 

 

 

임신과 육아 학생을 위한 지속적 교육 지침서(Guidelines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of Pregnant and Parenting Students) 
 

 
I. 목적 

 

이 절차는 임신 또는 육아 학생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 있는 임신한 학생과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을 존중하고 

연방법과 주 법에 따라 적절하게 책임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행정절차 

 

A. 임신 또는 육아 학생의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 

 

1. 연방법,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과 Board Policy ACF, 

Sexual Harassment 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의 인신과 출산후를 

포함한 성에 따른 차별과 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 학교는 학생을 교실이나 교육적 프로그램, 예를 들어 체육, AP 

또는 아너반, 과외활동, 학교 대항 운동, 아너 소사이어티 또는 

학생리더십의 기회 등 참여에서 학생의 임신이나 자녀양육을 

사유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b) 학교는 신체 또는 정서적 상태로 참여에의 양해를 얻는 다른 

학생과 같이 임신 또는 육아 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상태에 

따라 참여에서 양해를 구할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c) 학교는 신체 또는 정서적 상태로 치유가 필요한 모든 학생이 

의료 담당자로부터 서류를 요구할 경우와 같이 임신 또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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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반과 과외활동 참여를 승인하기 위해 학생의 

의료담당자로부터의 서류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 임신한 학생의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학교는 학생의 임시적인 상태인, 임신 

상태에 맞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응으로 일반 프로그램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2. 학교 외에 추가로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Compliance Unit는 

임신 또는 육아로의 차별 또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에 관한 부적절한 

행동에 관련된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학생은 지도, 도움 또는/및 지지를 

제공합니다.   

 

B. 카운슬링  

 

1.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은 학생이 임신 또는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담당 카운슬러, 학교 

보건교사(school community health nurse-SCHN),학교 보건담당 교직원, 

학교장/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2. 만약 임신 또는 육아 학생이 비밀 유지를 희망 할 경우, 학교는 – 

 

a) 학교 카운슬러와 SCHN 의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장려하고 

보조합니다. 그리고,  

 

b) 이와 같은 경우, 학부모/후견인과 연락을 하거나, 상담을 학교 

카운슬러 또는/및 학교당과 상의하여 정보가 비밀을 유지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3. MCPS Regulation IJA-RA, School Counseling Programs and Services 의 

일관된 적용에 따라 학교 카운슬링 프로그램은- 

 

a) 학생이 적절한 사회보장 서비스와 커뮤니티의 보건관련 

리소스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을 돕는 적절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합니다.  

 

b) 임신 또는 육아 학생의 학업, 진로, 건강, 인격 그리고 

자신개발의 필요에 답합니다.  

 



IOE-RA 

 

 
3 of 4 

c) 임신 또는 육아 학생과 함께 가능한 학업 기회를 검토하고 

학생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 회복, 독립적 학습, 

이중등록, 파트타임 출석 또는 다른 교육의 기회 등 가능한 

옵션과 필요한 도움을 찾도록 돕습니다.  

 

d) 임신 또는 육아 학생과 함께 졸업계획을 개발합니다.  

 

4. 추가로,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은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에 빠진 다른 

MCPS 학생이 제공받는 와 같은 Interim Instructional Services 를 

제공받습니다.  

 

5. SCHN, 학교 보건담당, 학교장/대리인 그리고/또는 학생 해당 

카운슬러는 임신 또는 육아 학생의 다음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a) 연방법에서의 권리 그리고 

 

b) 가능한 도움과 자료. 소셜 서비스와 커뮤니티 기관과 파트너가 

제공하는 건강 보건관련 서비스 

 

C. 출석과 수업과 과제 보충 

 

1. 임신 또는 육아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학생의 결석은 연방법, 주법와 

MCPS Regulation JEA-RA, Student Attendance 에 따라 법적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2. 추가로 위의 II.B.에 명시된 방법 외에 학교는 임신 또는 육아 학생에게 

학생이 빠진 날짜와 같은 시간의 과제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절한 경우 학생에게 대체과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a) 학기 재수강 

 

b) 온라인 과목 학점 회복 프로그램에의 참여합니다. 

 

c) 다른 학생과 같은 속도로 수업을 받되 늦게 마쳐도 되도록 

허용합니다. 

 

D. 자퇴 

 

학생이 임신 또는 육아로 자퇴를 희망할 경우, 학교 교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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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이 학교 자퇴를 허용하기 전 과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생, 학부모/후견인, 학생 의료담당자, 옹호자나 변호사, 교사, 

카운슬러, 학생 담당관(PPW), 행정직원 등 적절한 사람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회의를 소집합니다.   

 

3. 적절한 경우, 교육적 인터뷰를 하여 MCPS Form 565-4a, 자퇴방지를 

위한 교육적 인터뷰(Educational Interview for Withdrawal Prevention)를 

작성하고  

 

4. MCPS Regulation JEC-RA, Student Withdrawal from Classes and 

School 에서 자퇴 예방을 위한 추가 절차를 따릅니다.  

 

 

관련자료: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Act of 1972, as amended;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301.1;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 “Know Your 

Rights:  Pregnant or Parenting?  Title IX Protects You from 

Discrimination at School” 와 “Supporting the Academic Success of 

Pregnant and Parenting Students Under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규정변경사:  이전 갱신번호 335-6, 1977 년 4 월 12 일; 1986 년 12 월 갱신; 1996 년 1 월 22 일 갱신; 2006 년 10 월 26 일 

갱신; 2018 년 2 월 26 일 갱신; 2018 년 9 월 25 일 기술적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