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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POLICY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ABA, ABC, ACA, AFA-RA, EGI-RA, IGS, IKA-RA, ILA-RA, JOA-RA,  

KBA RA, KLA, KLA-RA 

 

책임 부서: Chief of Staff 

 

 

공보 정책(Policy on Public Information) 

 
A. 목적 

 

1. 이 규정은 우리 교육구와 커뮤니티의 목적과 필요, 기회와 의무를 적절하고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사용하여 공공의 다수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교육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젼을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확인된 정확하고 간결한 정보의 제공과 가능하면 공공의 다수가 정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빠르고 온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정립 

하기 위한 것입니다. 

 
B. 입장 

 

1. 교육위원회는 Montgomery 카운티 커뮤니티 일원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의 증진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과 MCPS 운영에서의 통합된 이해와 존중, 신뢰, 

긍지를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  학부모/후견인, 학생, 교직원과 여러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적절한 내용, 목표, 프로그램, 교육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빠르고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b) 이해 관계자가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과 자신의 염려점, 

관점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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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학교 커뮤니티에 대한 커뮤니티 일원과 기관,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Policy ABA, Community Involvement 에 책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구 커뮤니티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양방의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수의 의사소통 채널을 

제공합니다.  우리 교육구 내의 다양하고 폭넓은 커뮤니티 간의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소통은 교육위원회의 정책, 전략 계획, 예산 개발, 교육구 주도안의 

개발과 개정의 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3. 교육구의 업무는 공개된 정보, 공개회의 관련법, 공공의 기록에 대한 수호기관 

으로써의 MCPS의 의무에 따라 운영됩니다. 

 

a) 교육위원회는 메릴랜드 정보법(Public Information Act of Maryland-

MPIA)과 가족 교육의 권리와 사생활/개인 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FERPA)의 조항, 조건, 기대를 온전히 따릅니다. 

MCPS는 공기록의 수호 기관으로서 공기록 요청에 대하여 빠르고 공정 

하게 대응합니다.  공기록의 보관 기관으로써, MCPS 는 MPIA, FERPA, 

기타 해당 법률에서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당 

기록을 제공합니다. 

 

b) 이 교육적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MCPS 의 학생과 학생 가족과의 의사 

소통은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생 가족은 MCPS 가 해당 법에 따라, 교육관련 기록의  

사생활/개인 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를 지킬 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MCPS 는 교직원, 계약자, 외부업체, 파트너와 외부 리서처에게 

FERPA,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학생의 권리 보호 조항(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메릴랜드 학생 개인 정보 보호법 2015(Maryland Student Privacy Act of 

2015)와 MPIA에 따라 또한 이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 수집, 개인 

정보, 보안에 관한 해당 법과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4. MCPS 는 학부모/후견인, 학생, 교직원이 원하는 비상 정보, MCPS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을 현재 돕고 있는, 또는 앞으로 돕게 될 프로그램, 물건 및/또는 

서비스 제공 파트너 등의 외부업체가 관련된 행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에 이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에만 제한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제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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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CPS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후견인과 커뮤니티원의 사생활/개인 정보 보호의  

가치를 지지하며 연방과 주 정부법에 따른 학생과 직원 정보의 보호와 적합한 

발표에 관한 모든 법적 의무를 따릅니다.  

 

a)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 정보와 MCPS 웹사이트의 사용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 공식절차와 규칙을 개발하도록 교직원에게 지시해야 

합니다.    

 

b) 교육위원회는 신중히 다뤄야 하는 민감한 정보 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 사용 및/또는 공개 시에 허용되어진 

만큼만 하기를 기대합니다.  

 

c) 교직원은 법에 따라 학생과 고용인의 개인적 신상기록을 다룰 때 기록이 

나타내어 주는 복합적인 의미에 민감하여야 하며 학생과 직원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6. MCPS 는 교육구의 미션, 목표, 프로그램, 성취, 관심과 필요에 관해 일반에게 

여러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알립니다.    

 

a) 가능한 한 최대한 폭넓은 커뮤니티의 공공정보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MCPS는 -   

 

(1)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접근요건에 충실히 

따릅니다.   

 

(2)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MCPS 학생 학부모/후견인이 

번역과 통역 서비스를 제일 자주 요청하는 언어로 교육구 주요 

자료를 적극적으로 번역합니다. 

 

b) MCPS는 신흥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적절하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하며 학생과 교직원에게 효과적이고 윤리적이며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c) MCPS는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를 유지하여 모든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공동 미션을 커뮤니티에 알리고 참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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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CPS 는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MCPS 에 관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구와 커뮤니티의 양방 소통을 향상 

하도록 합니다.      

 

(2) 교육위원회는 많은 학부모/후견인, 학생, 교직원과 기타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가 중요한 자원과 정보에 관해 MCPS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MCPS 는 이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3) MCPS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웹사이트와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합니다.    
 

7. 교육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과 MCPS 운영에 관한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일반에 이를 보고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책임 있는 미디어로써의 중대한 역할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MCPS 와 미디어 담당자들 간의 즉각적이며 

효과적이고 대응하는 상호작용을 위한 적절한 규약을 지정해야 합니다.  

  

 
C. 바라는 결과 

 

MCPS는 우리 교육구와 커뮤니티의 목적과 필요, 기회와 의무를 적절하고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사용하여 공공의 다수의 MCPS의 교육에 대한 이해, 지지, 신뢰를 

개발할 것입니다 .  모든 적절한 정보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간결하고 접근 가능하며 

가능한 한 내용 설명을 공공이 접할 수 있도록 빠르고 온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D. 전략의 시행 

 

교육감은 이 정책 시행을 위한 규정을 개발합니다.  

 
E. 검토와 보고 

 

이 정책은 교육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검열됩니다. 

 

 

관련자료: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1232g; 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PPRA), 20 U.S.C. §1232h, 34 CFR Part 98, 

(2000 and Supp IV 2004);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s 

amended, 29 U.S.C. Sec 794;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42 

U.S.C. 12131 et seq;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 47 U.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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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h)(5)(B)-(C), 254(l);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COPPA), 15 U.S.C.6501-6505, 16 CFR Part 312; Public Information 

Act of Maryland, Ann Code of Maryland, General Provisions Article §§4-

101 through 4-601; Maryland Student Data Privacy Act of 2015, Ann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4-131. 

 
정책 시간적 배경: Resolution No 24 68, 1968 년 1월 9일; Resolution No 310-19 2019년 5월 14일 수정 

 

메모: 교육위원회 정책 KBB, 데이터 공개(Release of Data)는 이 정책의 수정한 결의안 No 310-19에 병합, 2019 년 5월 

14일 교육위원회 정책 KBA 수정에 따라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