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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BA, ACA, ACF, BLB, JHF, JHF-RA, JOA-RA, KLA 

책임 사무실: 교육감(Superintendent of Schools) 

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Chief Academic Officer  

 Chief Operating Officer 

 

 

공공의 질문과 불만에 관한 답변(Responding to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the Public) 
 

 
I. 목적 

 

이 규정은 공공으로부터의 질문과 불만이 다른 절차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적정법을 적용하여 차별의혹, 불만제기에 대한 비공식적 해결, 불만제기에 관한 

행정적 결정을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절차를 위해 책정되었습니다.  

 

직원의 책임을 묻는 결정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교육감의 

고유책임이며 이는 공공의 민원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II. 배경 

 

Montgomery 카운티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 서비스의 제공은 모두가 

협력할 때 좋은 성취 결과를 냅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역 학교 

또는 제일 낮은 행정단계로 부터 영향을 받는 그룹의 협조적인 비공식 동의 절차를 

통해 질문과 불만제기의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권장합니다.  불만제기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단계는 비공식적인 접근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한 절차는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또는 연방법, 

주법, 교육위원회 정책과 직원의 징계에 관한 결정과 같은 다른 MCPS 규정에서 

제공하는 대체 문제해결 방법을 제외한 갈등의 해결과 행정적 결정 검토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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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의 

 

이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상황이 명확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다음 단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A. 달력일(Calendar day)은 토, 일, 공휴일을 포함한 보는 달력에 있는 모든 날짜 

를 의미합니다.  

 

B. 행정부 최고 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COO)는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 

입니다. 

 

C. 연락(Contact)은 전화, 이메일 또는 미 우체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이 

배달한 우표가 붙은 해당 주소가 적힌 봉투의 서면 의사소통에 의한 의사 

소통을 의미합니다.  

 

D. 회의(Meeting)는 불만 제기자와 학교장 또는 대리인 또는 교육감 또는 

대리인이 함께하는 회의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불만제기 또는 결정 검토를 

받은 후, 참여할 수 있는 곳에서 10 업무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 또는 승인합니다.  

 

E. 학교장(Principal)은 MCPS 학교의 학교장/학교장 대리입니다. 학교가 아닌 

부서의 경우,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부서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F. 업무일(Work day)은 토요일, 일요일, 법적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MCPS 행정 

사무실이 업무를 하는 날입니다.   

 
IV. 행정절차 

 

A. 비공식 절차 

 

공공의 불만제기는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신속하며 가능한 한 

만족할 수 있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가 따릅니다: 

 

1. 학교장은 불만제기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이 규정을 학교 

커뮤니티에 알립니다.  이 규정은 특정한 질문, 염려점, 불만, 

이의제기를 돕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주는 담당 

행정자나 교직원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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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문제 또는 염려점,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한 사람은 학교장 또는 

지정된 행정담당자와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3. 학교장은 적절한 비공식 방법을 통해 초기 단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이 정보 절차에서는 어떠한 양식이나 공식서류가 이 규정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문제의 비공식적 해결에 관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5.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일반적으로 지역 학교입니다만, 교육구의 다른 

사무실이 첫 단계에서의 질문과 불만제기를 해결하는 학교장을 돕기 

위해,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사회 구성원에게 직접 학교 또는 

행정 사무실을 인도하며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는 

등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a)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은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옴부즈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함께 하도록 일반적인 도움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은 시민이 교육구 절차에 관해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일반적 도움 필요, 문제와 불만제기, 정보와 

권면사항 제공을 원할 때 학교 지도부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b) 교육청 보도부(Public Information Office)는 교육구와 교육구의 

정책과 절차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 Office of the Chief Operating Officer(OCOO)와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OSSI)의 직원은 특정 정책과 절차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d)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생과 직원이 Board Policy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감지되는 성향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존중의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합니다.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Compliance Unit, 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는 학교 수준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염려나 질문, 개인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특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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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불링/왕따, 괴롭힘과 성희롱을 포함한 희롱, 협박이나 

위협을 포함한 문제에 관해 도움을 시민들에게 도움을 제공 

합니다.  

 

(1) 개인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차별이나 괴롭힘 또는 

희롱에 관한 질문이나 염려 및 문제는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Compliance Unit에 연락해야 합니다.  

 

(2) 불링에 관한 질문이나 염려, 문제는 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에 연락해야 합니다.  

 

(3) 만약 개인의 실질적 또는 예상되는 특성으로 인한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을 일어날 경우, 학생은 

MCPS Regulation JHF-RA,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신고양식에 명시된대로  MCPS Form 230-35,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를 작성하여 신고합시다.     

 

B. 공식 절차 - 결정의 검토 

 

1. 염려나 불만이 비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장은 

다음을 취하게 됩니다.  

 

a) 학교장은 불만 제기자에게 MCPS Form 270-8, Complaint from 

the Public 과 이 규정의 사본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절차를 설명합니다.  

 

b) 학교장은 학교장에게 불만이 되는 점을 MCPS Form 270‑8, 

Complaint from the Public에 적어서 제출하도록 알립니다. 불만 

제기자가 서명한 편지가 공식 불만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불만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 학교장은 MCPS Form 270‑8, Complaint from the 

Public 을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따른 

불만제기/이의제기의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c) 직원의 책임에 관련된 인사문제에 대하여 MCPS 의 질책을 

요구하는 이의제기가 학교나 사무실 내의 수준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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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OEELR)로 인계해야 합니다.  OSSI는 MCPS 절차에 

의하여 불만 제기자가 염려하는 직원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합니다. 

 

d) 서면으로의 불만제기를 받은 후, 불만제기 양식을 받은 

학교장은 이니셜과 날짜를 양식에 적고 이의제기를 위한 

파일을 만듭니다. 

 

e) 이 파일에는 최종 결정의 근거가 될 모든 서신과 기타의 적절한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f) 만약 불만 제기자와의 토론이 아직 이루어지 않았다면, 

학교장은 서면으로의 불만제기를 받은 후의 5 업무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에게 연락하여 제기한 불만에 관해 토론할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고 불만 제기자가 증인, 서류, 증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능한 경우, 회의는 불만제기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g) 서면으로의 불만제기를 접수한 후 또는 회의 예정일 10 업무일 

이내에 학교장은 서면으로 결정을 작성하고 MCPS Form 270‑8, 

Complaint from the Public 을 사용하여 답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양식에 첨부), 사본을 불만 제기자에게 제공합니다.  

 

h) 만약 제기한 불만이 복잡할 경우 또는 10 업무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 학교장은 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10업무일 

내로 추가 연장하고 이를 불만 제기자에게 알립니다.  

 

2. 만약 학교장이 회의에 관해 불만 제기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거나 불만 제기자가 서면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불만 제기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COO) 또는 대리인  

 

(1) (a)학교장의 서면 결정일부터 또는 (b)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짜부터 15 달력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는 MCPS 

Form 270-8, Complaint from the Public 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와 설명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검토를 위해 COO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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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만 제기자가 불만제기를 학교장에게 알렸으며 학교가 

불만제기를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 COO 사무실의 

담당자가 파일을 받아 날짜와 이니셜을 적게 됩니다.  

Office of the Chief Operating Officer(OCOO)는 이 문제를 

Appeals/Transfer 팀에게 배당하여 학교/사무실 서류의 

사본을 우송받게 되며 새 파일을 열어 Appeals/Transfer 

팀을 통해 청문 담당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3) 준비된 서류에 불만 제기자가 불만제기를 학교장에게 

제시한 적이 없음이 나타날 경우, appeals/transfer 팀 

사무실은 불만 제기자에게 학교에 연락하여 학교 

수준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4) 이의제기/전환팀(Appeals/Transfer Team)은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Compliance Unit 와 해당 OSSI 

디렉터와 협력하여 Board Policy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에 

명시된 인지되는 개인의 특징에 따른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 또는 차별에 관한 

이의제기인지를 검토합니다. 교직원이 관련된 사항의 

경우 OEELR에게 상의합니다. 

 

(5) 검토 요청을 받은 후, 5 업무일 이내에 Appeals/Transfer 

팀 직원은 불만제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청문회를 

준비합니다.  불만 제기자는 회의가 준비되면 청문회 

전에 날짜, 장소, 시간에 관해 연락을 받게 됩니다.  

 

(6)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온전하고 공평한 기회가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2.16에 따라 주어집니다.  

 

(7) 요청 또는 회의 일정을 받은 15일 이내에, 추가조사를 

위한 연장일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COO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Appeals/Transfer 팀은 연장일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의제기자에게 알립니다.  연장일은 

복잡하거나 다른 참작할만한 상황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10 일입니다. COO 가 60 일 

이내에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경우, 교육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교육감이 이 이의제기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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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됩니다. 

 

(8) 결정은 서면으로 제공되며 사본을 불만 제기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b  교육위원회  

 

(1) 만약 불만 제기자가 COO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불만 제기자는 교육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COO 의 결정 후, 30 달력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후, 교육위원회는 Board Policy 

BLB, Rules of Procedure in Appeals and Hearings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특정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관한 불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a)  1973 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른 불만제기는 MCPS Regulation ACG-RB, 1073 년 

504 조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한 적절한 조정 및 

수정(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Modifications for Students 

Eligible Under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제시되어야 합니다.   

 

b)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 관련된 

불만제기는 Office of Special Education,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주소: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850 

Hungerford Drive, Room 208, Rockville, MD 20850, 전화번호: 

(240) 740-3230)로 인계해야 합니다.    

 

4.  MCPS 는 Board Policy ACA 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의 실제 또는 

예상하는 특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ard Policy ACA 

또는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또는 개정된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Act of 1972과 같은 해당 연방법, 주법 차별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는 조언과 도움을 위해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Compliance Unit,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주소: 850 Hungerford Drive, Room 162, Rock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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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land 20850, 전화번호: 240-740-321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C. 기록과 파일 

 

1. 공식 절차의 각 단계에서 결정을 내리는 행정 사무실은 이 케이스 파일 

사본을 보관합니다. 

 

(2) 결정을 내렸을 때, 서면 결정의 사본을 불만 제기자에게와 

하위수준에서 이 케이스를 담당한 행정담당에게 제공합니다.  

 

(3) 재검토할 경우, 케이스 파일의 사본을 다음 상위 행정 수준에게 

제공합니다.  

 

4. 각 단계에서, 케이스 파일 기록은 해결 후 또는 케이스의 다른 결론 후, 

36개월 보관하며 이후 각 단계의 행정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만 제기자가 모든 기록을 더 긴 기간을 보관하여 

제공해야 하는 문제나 대상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불만제기 기록도 

더 긴 기간을 보관하게 됩니다.  

 

5. 이 규정에서의 기록의 보유 조항은 폐기 또는 보관 동의가 공식결정 

절차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D. 정책과 절차의 발행 

 

MCPS Form 270-8, Complaint from the Public,의 여부와 공중에 대한 이의제기 

해결에 관한 규정은 정기적으로 각 지역 학교에 학부모/후견인 뉴스레터와 

MCPS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자료: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2.16 

 

 
규정변경사: 이전 규정 번호 270-9, 1972년 11월 3일; 디렉터리 정보 갱신 1983년 1월; 1987년 8월 26일 갱신; 1994년 

5월 4일 갱신; 1997년 11월 4일갱신 ; 2008년 7월 1일 갱신; 2013년 10월 7일 갱신;  2017년 7월 25일 갱신; 2018년 

7월 5일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