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FA 

 

 
1 / 3 

정책/POLICY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CNA-RA, ECC-RA, EGI-RA, IAA, IGT-RA, IQB-RA, IQD-RA, JEA-RA, 

JEC-RA, JFA-RA, JGA-RA, JGB-RA, JOA-RA, KEA-RA 

책임 사무실: Deputy Superintendent of Teaching, Learning, and Programs  

관련 자료: COMAR 13A.08.01.03;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7-308 

 

 

학생의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 목적 

 

교육과정과 절차에 연계된 학생들 간에 지적개발, 시민의식, 책임감과 성숙한 

존중을 육성하는 학습 커뮤니티에 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일원으서, 모든 학생은 일정의 권리, 책임과 혜택이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와 MCPS 학생의 바라는 환경과 교육적 목적 육성을 위해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B.  고려사항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권리는 책임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는 책임과 

본질적으로 엮겨 있습니다.  

  
C. 입장 

 

1. 학생은 자신의 학습과 개인 행동,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MCPS의 정책과 규정에 따를 것을 기대합니다. 

 

2. 학생의 권리는 항상 학생, 교직원, 부모와 커뮤니티를 포함한 타인이 

유지하고 있는 법적 권리와 책임에 관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3. 학교 커뮤니티에의 적극적인 참여 요소원으로서, 학생은 모든 주, 지역 법, 

정책, 규정, 절차에 따라 클럽/동아리, 팀, 학생기관을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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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위원회에 선출되거나 타 리더십적 위치에 있는 학생은 임기기간 동안, 

학업적 적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선거 선출, 학생 위원회 또는 타 리더십 직위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 내외에 

인격/도덕적으로 올바른 본이 되며 모든 정책과 규칙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적격성에 관한 결정은 학교장의 책임이며 학생과/또는 학교 

커뮤니티 일원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6. 복장, 글, 기타 형태로의 표현의 자유 권리는 학습에 공헌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책임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7. 종교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고,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8. 학생은 학교, 학교 관련 활동, MCPS 의 교통편으로 학교와 학교 관련 

활동으로의 이동, 학교에서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해칠 경우, 학교의 보안 

또는 운영에 악영향을 줄 경우, 오로지 개인의 행동에 따라 훈육조치를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훈육 조치가 공평하고 적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은 또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수용할 의무가 있으며, 학습에 

공헌하는 환경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9. 학생은 상황에 따라 물리적 제적 제지가 합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10. 법적으로 인정된 학생의 프라이버시는 기대하는 바와 같이 존중을 받습니다.   

 

11. 모든 학생, 교사, 교직원의 본질적 존엄성은 인정받아야 하며, 학습에 

공헌하는 환경을 보호, 존중, 지지할 책임은 광범위한 학교 커뮤니티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12. 학생의 정당한 법절차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13. 학교 교직원은 학생, 학부모와 협력하여 과외 활동 또는 타 학교 관련 

활동이나 행사에의 참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훈육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졸업식에의 참여 제외는 학교 정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학교장은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졸업식에의 참여를 제한할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4. 학생은 MCPS 정책과 규정 및 해당 법에 따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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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바라는 결과 

 

MCPS 는 지적개발, 책임감, 시민정신을 육성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 법적 

지휘권을 존중하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E.  가이드라인의 적용 

 

1.  학생의 권리와 의무 가이드(Student's Guide to Rights and Responsibilities)를 

작성하여 모든 초등학교 학생에게 제공하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가이드 책자의 프리트판을 작성하여 부모님이 

받도록 해야 합니다.  

 

2. 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통해, 문제, 염려점, 특별활동 적격 

여부를 포함한 이 정책 적용을 교직원에게 지도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합니다.  

 
F.  검토와 보고 

 

이 정책은 교육 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검열합니다. 

 
 

 
정책 변경사:  결의안 No.19-97, 1997년 1월 14일 채택; 결의안 No. 197-04, 2004년 3월 22일 채택, 결의안 No. 193-07에 

따라 2007년 4월 19일 채택, 결의안 No. 316-14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채택. 

 

이전 정책 변경사에 관한 메모: 이 정책은 Section M 하에 발행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 핸드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