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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COB-RA, JFA, JGA, JGA-RB, JG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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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운영과 학생 행동 중재 

(Classroom Management and 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  
 

 
I. 목적 

 

이 규정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가 학습하기 좋은 긍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연속적인 행동 중재에 관한 절차를 정하기 위해 책정 

되었습니다.  

 
II. 배경 

 

학급반 교사/반 교사는 학업 성취를 돕는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 

의 행동을 지도할 우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중재를 사용하여 질서 

잡힌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사는 다양한 집합의 긍정적인 행동 

조정전략을 사용하여 학생의 행동을 지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3. 정의 

 

A. 행동 중재 계획(Behavioral Intervention Plan-BIP)은 긍정적인 행동 중재, 전략, 

도움 사용과 교육적 환경에서 학생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알기 위해 구성된 

사전 대책 계획입니다.  

 

B. 상담/회의(Conference)는 교직원, 학부모/후견인과/또는 학생 간의 의사소통 

을 말합니다. 

 

C. 연속적인 중재(Continuum of interventions)는 학생의 행동, 긍정적인 도움으로 

시작하는, MCPS 학생  행동규범(Student Code of Conduct) 에 따라 일관된 

지침을 사용한 전략과 방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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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체벌(Corporal punishment)은 금지된 행위이며 권한을 갖은 사람이 의도적 

으로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 배제(Exclusion)는 학생에게 자제력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을 

임시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교실에서 감독 하인 장소로 격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학생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도움을 포함한 교습을 받지 

않습니다. “타임아웃(time-out)” 절차는 배제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정학은 

배제가 아닙니다.  

 

F. 기능적 행동 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FBA) 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동 중재 계획(BIP) 개발 지침에 관한 정보를 모은 체계적 

절차입니다.  

 

G. 학교 내 정학(In-school Suspension-ISS)은 훈육을 이유로 학사연도에 

10 일까지의 특정 기간동안 학생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학생에게 

주어지는 제외처분입니다. 항생은 교직원의 감독을 받으나 일반교육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교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학교 내 정학(ISS)은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리는 것과 학생과 사건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SS 는 장애가 있는 

학생의 훈육격리는 10일 누적일 수까지입니다.  

 

H. 학교 내 격리(In-school Intervention-ISI)는 일정한 시간 동안 반에서 격리하고 

교습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학습계획(IEP)이 있는 학생은 

IEP를 적용합니다.  

 

I. Joint Commiss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ealth Care Organizations (Joint 

Commission)은 승인된 미국의 독립적인 비영리 건강 보건 기관이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관은 일정 행동기준에 맞는 헌신을 통해 전국적으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J. 보호 또는 안정 기기(Protective or stabilizing device)는 학생의 기능을 

육성하거나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예방 및/또는 개인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학생의 신체에 붙이거나 조정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움직임이나 학생의 

신체 일부에의 일반적 접근을 제한하게 하는 기기 또는 물체를 말합니다.  

 

K. 규제(Restraints) – 사용을 승인한 것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JGA‑ RA 

 

 
3 of 10 

1. 기계적 규제(Mechanical restraint)는 학교가 Joint Commission의 요건 

을 충족하는 승인된 학교일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립 또는 비공립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학생의 몸에 기기나 물체를 부착 또는 

접하여 움직임의 자유 또는 학생 몸의 일반적인 접근을 규제 또는 

통제하고 학생이 이를 쉽게 땔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호 

또는 안정성 유지를 위한 기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신체적 규제(Physical restraint)는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의 

경우에만 승인되며 이는 Maryland 법에 따라 신체적 힘, 다른 기기나 

물체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 신체의 모든 자유 또는 부분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규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a) 안정 또는 편안하기 위해 학생을 가볍게 잡는 것. 

 

b) 안전하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학생의 손이나 

팔을 잡는 것. 

 

c)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307에 따른 

싸움을 말릴 경우. 

 

d) 학생이 파괴적으로 움직이며 한 장소를 떠나기 싫어하며 

카운슬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후선책. 

 

3. 바닥에 엎드리는 프론 규제(Prone restraints)는 모든 공립과 

비공립학교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학생의 얼굴을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규제를 행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도록 하는 규제 

입니다.  

 

 격리(Seclusion)는 이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만 승인되며 이는 학생이 

신체적으로 방에 떠나는 것을 막아 방에 학생이 혼자 있도록 감금하는 것 

입니다. 

 
4. 행정절차 

 

A. 교직원은 효과적 교실 운영 방법을 온전히 적용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 성취를 

돕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합니다.  

 

B.   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 에 따라, 학생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에 

학교장/대리인, 카운슬러, 학교 심리학자, 학생 담당관(pupil personnel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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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전문가의 주의가 요구될 때, 학급반/반 교사는 이를 학교장 

/대리인에게 알리고 학교장/대리인은 가능한 즉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가능한 경우, 이 회의에서 학교장/대리인, 학부모/후견인, 반 교사, 학생과 

회의 참석에 적절한 사람이 함께 참석하여, 문제에 관해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단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C.  효과적인 교실 관리 방법 전체에는 MCPS 커뮤니티의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D. 반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학생의 학업 성취와 학교의 성공을 위해 

불가결한 것입니다. 긍정적이며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교육 환경의 기초에는 

모든 학생의 충족할 수 있는, 정확하고 명확한 높은 학업과 행동 기준이 

책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E. 학교 교직원은 지속적인 긍정적 행동 개입교육, 방법과 도움을 목표하는 

학생행동에 따라 늘리거나 줄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개입교육은 존엄성을 

유지하고 학대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학생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고려하며 제공해야 합니다.  

 

F. 학생의 행동이 심각하게 수업 진행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에게 해가 될 경우, 

반 교사는 임시적으로 학생을 반에서 격리하여 학교장/대리인에게 학생을 

보내서 대체 교습, 학교 내 정학(ISS), 학교 내 격리(ISI) 또는 정학 등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훈육을 받도록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학생이 다시 교실에 

돌아오기 전에 해결을 촉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1. 만약, 반 교사와 의논을 한 후, 학교장/대리인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가능한 해결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대리인과 교사 그리고 해당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를 가능한 

한 즉시 주관해야 합니다.  

  

2. 이 회의를 통해 상호 간에 만족할 만한 단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 교사와 상담 후, 학부모/후견인,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OSSI) 또는 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 의 담당 부교육감/대리인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주관합니다.  

 

3. 학교장/대리인은 교사와 상의 후, 학생이 언제 교실에 복귀할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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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이 IEP 가 있을 경우, 절차는 연방 및 주 특수교육 관련 법에 

따릅니다. 

 

G. 학교 교직원은 만약 다음과 같을 경우, 배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의 

행동을 다룰 수 있습니다- 

 

1.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학습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이유없이 방해할 

경우.  

 

2. 비상상황으로 간주되고, 더 약한 관여, 비신체적 관여가 실패 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며, 다른 학생과 다른 사람을 즉각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학생이 배제되기를 요청할 경우, 또는 

 

4. 학생의 행동조정계획(BIP)에 배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H. 신체 제지 또는 격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MCPS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  

 

1. 비상상황으로,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가 더 약한 관여, 비신체적 

관여가 실패 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며, 다른 학생과 다른 사람을 

절박하고 심각한 신체적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격리할 필요한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 즉각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상해위험이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2. 학생의 IEP 또는 BIP가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를 사용할 특정 행동과 

상황과 사용할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IEP 팀은 -  

 

a) 팀이 학생의 행동을 명시하고 신체 제지 또는 격리를 IEP 또는 

BIP 에 제안할 경우, Maryland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학부모/후견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b)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모/후견인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Maryland 법에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또는,  

 

3. 비장애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은 그렇지 않을 경우, BIP 에서 정한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 사용을 위한 서면 동의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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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직원은 배제,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한 후에만 

배제,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 조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1. 제지가 적거나 대체적 접근을 고려한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습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이고 시도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행동의 우려가 제지의 우려보다 높을  경우. 

 

3. 주 규정과 함께 인도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이며 일관되도록. 

 

4. 해칠 의도 또는 지나친 불편함을 조성하지 않으며 주 규정에 

일관되도록 그리고 

 

5. 아는 의료 심리학적 규제와 제한 및 학생의 BIP  또는 IEP와 일치해야 

합니다.  

 

J.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을 위해 만약 학생의 IEP 또는 BIP 에 

학부모/후견인의 승인과 함께 제지 또는 격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계획에는 이 계획을 얼마나 자주 검토할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K.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을 위해 만약 학생의 IEP 또는 BIP에 제지 또는 

격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교는 IEP 회의를 제지 또는 격리가 있는지 

10일 이내에 소집하여 계획의 재검토를 논의해야 합니다. 회의에는 위험한 

행동의 근거가 되는 이유 또는 목적에 관한 토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부모/후견인의 서면 동의에는 위의 section IV.H.2에서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학생의 IEP 또는 BIP에 신체 제지 또는 격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L. 만약 제지 또는 격리가 비장애 학생에게 적용될 경우, 교육고나리 팀(학생이 

조항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 또는 교사는 

교육관리팀(Educational Management Team-EMT)rhk 학교 504 조항팀(school-

based Section 504 team) 또는 IEP 팀의 추천이 즉시 있어야 합니다. 이 

회의에는 위험한 행동의 근거가 되는 이유 또는 목적에 관한 토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M. 배제는 30분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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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격리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행동의 심각성에 맞아야 하며 학생의 의사소통 

고충이 학생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격리는 30 분 이상 이루어 

지지 않아야 합니다.  

 

O. 신체적 제지는 학생이나 다른 개인의 즉각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상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신체적 제지는 학생의 호흡을 

제한하게 되서는 안 되며 30분을 넘기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 풀리는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P. 보호 또는 안정 기기(Protective or stabilizing ) 사용은 기능적 능력, 자학적 

행동 예방 및/또는 개인의 안전위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직원은 보호 또는 안전 기기를 의료 전문가 지시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IEP 또는 BIP에 따라 사용해만 합니다.  

 

Q. 제지와 격리는 벌칙으로 또는 훈육방법 및 강요, 앙갚음 또는 편의에 의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은 MCPS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R. 바닥에 엎드리는 프론 규제는 MCPS 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몸은 제지동안 돌아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 지정된 직원은 신체적 제지를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은 

직원만이 신체적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는 최소 5 명 이상의 

비상팀원을 비상상황에 신체적 제지를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1. 모든 제지 또는 격리는 해당 학생, 타 학생, 교사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적절한 적용인지를 조심스럽게, 계속적으로 눈으로 모니터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2. 제지 후 – 

 

a) 학생이 제지의 결과로 신체적 상해 또는 고통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담당 직원이 검사합니다.  

 

b) 모든 우려점과 문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c) BIP 또는 IEP에 제지가 기제되어 있지 않는 한 24시간 이내에 

학생의 부모님/후견인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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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학생을 위한 제지 사용에의 치료상의 금기를 명시하는 의료적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을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교직원이 개인 의료 전문가에게 금기사항을 의논할 수 있도록 

양도양식에 서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지의 

대체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T. 학교는 행동을 제어하거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마약이나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의료인이나 다른 의료 

전문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U. 의료적 제지는 학교가 Joint Commission 의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MCPS 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학교에서의 의료적 제지는 

2 시간까지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인된 학교에서 모든 절차는 Joint 

Commission 규정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V. 학부모/후견인과 교직원은 다음에 따라 언제든지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FBA를 시행 

 

2. 학생의 BIP를 개발, 검토 또는 갱신 및/또는 

 

3. 학생에 대해 상담 (적절한 경우) 

 

W.  학교장은 다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 

 

1.  매 학사연도 초에 교직원으로 구성된 5명의 지정된 비상팀 팀원은 이 

규정의 정확한 적용을 돕기 위한 교육구 자료담당으로서 전문성 개발 

훈련을 받게 됩니다.  

 

2. 학교장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학생의 하나 이상의 

반에서의 배제는 정학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학교 교직원에게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과 체벌을 가할 경우, 다음 

징계조치를 받게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4. MCPS 교직원이 체벌을 가했을 경우,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associate superintendent 와 OSSI appropriate associate 

superintendent에게 즉시 이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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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체 제지 또는 격리가 이루어졌을 경우, 24 시간 이내에 학부모 

/후견인에게 알립니다.  추가로 학교 수업이 마치기 전까지 학부모 

/후견인에게 연락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6. 각 격리 또는 제지의 기록은 교육적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7. 각 제지 또는 격리 기록은 Online Administrative Student Information 

System 모둘에 기록합니다.  

 

8. 배제, 제지, 격리에 관한 이의제기를 받고 조사합니다.  그리고  

 

9. 교직원에게 훈련받을 직원만이 신체적 제지를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X. MCPS는 제지와 격리의 사용을 모니터합니다. 한 학생에게 제지 또는 격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같은 반에서 여러 번 사용되거나 또는 같은 

개인에게 계속 사용될 경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고 적절한 경우, 현재 

사용하는 행동 방법을 검토합니다.  

 

추가로 정기적으로 Office of Special Education은 이 규정과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4.02-06에 따라 배제, 제지, 격리 사용을 모니터합니다.  

 

Y. MCPS 는 지정된 학교 교직원에게 이 규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 전문적 

훈련을 제공합니다.  트레이닝을 받은 학교 교직원은 2년마다 보충 코스를 

재수강해야 합니다. 전문적 훈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알고 진정시키는 방법을 포함한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조정, 방법 및 전략과 도움 

 

2. FBA 와 BIP 계획과 절차 

 

3. 자신을 헤치는 행위 예방 

 

4. 자제 또는 자제의 대체방법 

 

5. 신체적 고통이나 위치에 따른 질식 증세 

 

6. 배제 

 

7.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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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트레이닝에는 서면 평가와/또는 신체기능력 평가가 포함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 7-307 and 8-

405;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4.02-.06; 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 U.S. Department of Education, Restraint 

and Seclusion Resource Document (2012) 

 

 
규정변경사:  이전 갱신번호 No 550-1, 1976년 8월 10일 (디럭토리 정보 갱신), revised October 1986년 10월 갱신; 2004년 

9월 10일 갱신; 2012년 3월 13일; 2017년 10월 4일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