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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BLB, IGT-RA, JFA, JFA-RA, JGA, JGA-RB, JGB-RA  

책임 맡은 사무실: 수석 행정 책임관(Chief Operating Officer) 

기술담당 최고 책임자(Chief Technology Officer) 

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개인 휴대 기기(Personal Mobile Devices) 
 

 

I. 목적 

 

MCPS 소유지 내 및 MCPS가 후원하는 활동 내의 학생들의 휴대기기 소지와 사용에 

따른 과정을 위한 규정입니다. 

 

II. 정의 

 

A. 개인 휴대 기기(personal mobile device) 는 MCPS가 제공하지 않은 기기로의 

보이스, 비디오, 문자로의 데이터 전송을 말합니다.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가 

있는 휴대전화, 이리더(e-readers), 태블릿, 개인 컴퓨터 또는 다른 기기는 모든 

PMD으로 간주합니다.  

 

B. 학교장/학교장  대리인(Principal/designee)은 학교, 사무실의 책임을 맡은 

적절한 행정담당자를  말합니다 

 

C. MCPS 소유지(MCPS property)란 MCPS가 사용하거나 소유한 모든 땅과 버스 

와 MCPS 자동차, 학생이 참여하는 MCPS의 모든 시설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교육구 그리고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D. 학생 교습시간(student day)은 학생이 학교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교습 종료 

까지를 의미합니다. 학생 교습시간(student day)은 학생의 연장된  수업시간 

이나 일 년 중 연장된 교습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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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절차 

 

A. 인터넷 사용과 MCPS 네트워크 사용 시, MCPS 학생은 MCPS Regulation IGT-

RA, User Responsibilities for Computer Systems, Electronic Information, and 

Network Security에 책정된 규정과 행동 기준 및 이 규정 IV에 있는 학생의 

사용지침 책임(Student Responsible Use Guidelines)에 따라야 합니다.   

 

B. 중, 고등학교 학생은 MCPS 건물에서 그리고 MCPS 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휴대용 통신 장비를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다음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학교 교습시간 동안에는 PMD를 켜둘 수 없습니다.  

 

1. 3학년 이상의 학생에게 교사가 교습을 목적으로 PMD 사용을 승인할 

경우. 

 

2. 고등학생은 학생의 점심시간 동안 휴대용 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중학교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중학교 학생은 PMD를 

점심시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은 일부 휴대용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등하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용으로 승차 또는 대절한 버스 

를  타는 학생은 버스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은 한 또한 MCPS 규칙에 

따르는 한 PMD를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은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는 PMD를 끄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PMD 를 항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 MCPS는 학생이 위험한 인터넷 사이트에의 접속을 제한하기 위해 필터링과 

테크놀로지 보안을 사용합니다.  

 

1. 개인 휴대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필터가 되지 않으므로 학생은 MCPS 

소유지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시에는 MCPS 네트워크(예: 개인 휴대 

전화 네트워크가 아닌)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만약 학생이 MCPS 가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 중 MCPS 와이파이가 

적용되지 않아 PMD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 규정의 의무가 똑같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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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CPS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누구도 PMD로 MCPS 네트워크를 모니터, 

분석, 방해할 수 없습니다.  

 

E. 학생은 타인의 소유인 파일을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F.  MCPS는 모니터할 권리가 있으며 MCPS 네트워크의 모든 PMD와 활동을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PMD를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및 규칙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학교는 학생의 PMD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및 규칙에 불응하는 사용의 경우, 학교장 

은 MCPS 소유지에서의 PMD 사용을 임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MCPS 학생 행동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에 따라 만약 정보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 음란 또는 외설적, 중상 

비방적, 학교 활동을 방해하는 원인, 타인 표절적, 상업적인 광고로 쓰일 

경우의 PMD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  

 

H. 이 규정을 어기는 학생은 MCPS 학생 행동규범에 따라 징계 조치됩니다.  

 

IV.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학생 가이드라인 

 

PMD 또는 MCPS 소유 기기로 MCPS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학생이 다음의 사용 

지침에 따를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A. 학생은 MCPS 네트워크를 생산적이며 적절하게 또한, 학교에 관련된 경우에 

사용하며 교육구, 학생, 학생 가족이 제공하는 모든 테크놀로지 자원의 이용 

시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 학생은 이메일과 다른 의사소통 도구(예: 트위터, 블로그, 위키, 팟캐스트, 

채팅, 메시지 및 문자, 토론 보드와 가상 학습환경 등)를 책임 있게 사용합니다.  

 

C. 학생은 타인의 의견과 노력/작업을 인정합니다. 

 

D. 학생은 개인 정보(집 전화와 휴대 전화번호, 주소, 사용자 ID)뿐 만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도 비밀로 해야 합니다. 

 

E. 학생은 테크놀로지의 부적절한 사용을 목격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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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학생은 MCPS 행정담당자가 어떤 사용이 부적절한지 결정에 규정과 정책 

(예: MCPS Regulation IGT-RA, User Responsibilities for Computer Systems, 

Electronic Information, and Network Security)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G. 모든 MCPS 기기, MCPS 네트워크, 학생의 MCPS 네트워크 어카운트는 

MCPS 의 소유이고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MCPS 가 이를 

모니터하거나 로그인,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H. 학생이 교육위원회 정책이나 MCPS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을 하였을 경우, 

컴퓨터 사용 금지, 징계처분 및 법기관에의 양도 등의 처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V.  의무/책임 

 

MCPS는 PMD 등의 기기의 분실, 도난, 손상과 기기의 승인되지 않은 사용에 책임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308;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1.14주석 

 

 

 
규정 변경사:  새 규정, 1992년 11월 6일; 1997년 7월 23일 재검토; 1998년 7월 20일 재검토; 2000년 5월  24일 재검토;  

2001년 10월 16일 재검토; 2001년 10월 16일 재검토;  2003년 7월 11일 재검토; 2005년 12월 22일;  2007년 6월 12일 

재검토; 2012년 10월 23일 재검토; 2017년 6월 28일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