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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BOA‑ RA, BLB, EIA, EIA‑ RA 

책임 사무실: Superintendent of Schools 

General Counsel 
 

 

법적 서비스(Legal Services) 

 

 
A. 목적 

 

이 정책은 법률 문제에 관한 조언과 대변을 제공할 변호사를 고용할 교육위원회의 

권리와 법률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의 재확인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법적 서비스 관리 계획의 목표는 교육위원회, 교육감, 

기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교직원을 도와 법적 요건을 찾아주고 

법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며 자료를 보존하고 협력적인 갈등 해결을 육성하고,  

가능한 경우, 피할 수 있는 소송을 줄이고, 모든 학생을 위한 공평하고 학업적 

우수함을 육성할 전략적 결정에 연결하도록 높은 수준의 도움을 제공하여 효율적 

비용으로 창의적이며 미리 예측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B. 전략의 시행 

 

1. 법적 서비스 관리 

 

a) 교육위원회와의 지도와 교육감 및 승인된 MCPS 행정 담당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MCPS 법무 담당 책임자는 법적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 

 

(1) 인사, 직원 문제, 학생 문제, 특수교육, 정책 개발과 적용, 

부동산과 토지 사용, 계약과 납품, 시민의 권리, 및 MCPS 의 

행정에 영향을 주는 기타 법적 문제에의 적시의 조언과 법률 

조언을 제공; 

 

(2) 고소인 또는 피고인인 교육위원회, 교육감, MCPS 에서의 

업무에 따른 기타 대리 직원이 고소인 또는 피고인인 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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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의 절차 및 교육위원회 정책, Policy BLC, Procedures 

for Review and Resolution of Special Education Disputes에 따른 

특수교육 절차를 포함하여 또한, 이에 제한하지 않는 모든 

요소를 지휘 및 감독; 

 

(3)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부 법무인의 선발 절차 관리와 

감독과 함께, 모든 내외부 법적 서비스 제공자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교육위원회의 Montgomery County Self-Insurance 

Fund 참여에 관해 교육 위원회에게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Montgomery 카운티 검사실(Attorney’s Office)과 협력;  

 

(4) 계약, 동의서 및 정부 기관, 판매기관 및 판매 도매, 계약자 및 

MCPS 의 교육 미션을 지지하는 기타 기관과의 관계를 구성 

하는 업무상의 기타 서류의 초안, 교섭, 실행, 적용에 법적 

검토와 조언 제공; 및  

 

(5) 주와 연방의 법률과 사법적 결정을 포함하여 교육 위원회와 

MCPS 교직원의 법에 관련된 결정을 예측하여 예방하고 이를 

알림; 중요한 법률관계에서의 주요 MCPS 주도안 검토 주도; 

교육감의 자문을 통해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도우며 

교육위원회 정책을 검토, 갱신, 수정. 

 

b) 교육위원회와의 지도와 교육감 및 승인된 MCPS 행정 담당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법무 담당 책임자/교육구 변호단 책임자(General Counsel) 

는 MCPS 교육감이나 교육감의 고용에 관한 항소에 판결 또는 도전이 

되는 행위에의 청문회에의 준사법적인 책임의 충족하기 위해 교육 

위원회가 법적 도움이 요구하게 되는 제한적 상황을 제외하고, 교육 

위원회를 위한 모든 법적 서비스 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 관장합니다. 

 

2. 외부 법무인의 선발, 보유 및 감독 

 

a) 법무 담당 책임자의 업무에의 추가적 필요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이를 

돕고 의무를 이어나갈 교육감을 돕기 위한 외부 법무인을 보유 및 

유지합니다. 외부 법무인은 교육위원회에 의해 다음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충족하며 유지하게 됩니다.  

 

(1) 교육위원회가 소송 당사자인 소송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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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CPS 정책 또는 높은 특화된 법적 전문성을 요구되는 행동을 

포함한 교육구의 일상 운영에서 야기되는 일반 법률 문제에의 

조언  

 

(3) 항소 또는 청문회에의 준사법적인 책임을 위해 교육위원회에 

조언과 도움을 제공 

 

b) 외부 법무인 선발과 유지에 필요한 요소, 변호사로서의 실력, 배경과 

경험, 법률 수완과 능력, 다양성과 공평성에의 헌신도, 의뢰인에의 

책임도와 민감도, 스타일과 영향력, 관리 능력, 이해상반에 해당하지 

않는 등을 포함을 고려합니다. 

 

c) 교육감과 법률 담당 책임자의 조언과 함께, 교육위원회는 조건을 

충족한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지정하여 외부 변호인으로서 

교육위원회에 본인의 서비스 제공 희망을 알리도록 합니다. 

 

d) 교육위원회는 외부 변호인으로 선택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을 하고 갱신을 합니다. 

 

e) 법무 담당 책임자는 외부 변호인과 긴밀하게 일하며 전략을 검토, 법적 

문제에 해당하는 자료, 자원의 감독, 지속적인 법적 위치 유지, 비용과 

효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다음을 통해 법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 

 

(1) 외부 법무인과의 서면 동의 유지, 

 

(2) 외부 법무인의 비용 지불의 표준화, 

 

(3) 변호사 간의 비용 관리와 직원문제에는 케이스 관리와 기타 

중요한 법적 문제를 위한 프로젝트 계획의 개발과 적용 포함, 

 

(4) 외부 법무인의 법서비스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윤리 

문제에의 적절한 반응과 답변을 개발하고 모니터. 그리고, 

 

(5)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사용하는 법률 서비스의 수준에 관한 

분기별 평가. 

 

3. 교육감은 이 정책 시행을 위한 규정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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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와 보고 

 

1. 교육감은 외부 법무인과 기타 법률 서비스 사용 비용을 교육위원회에게 매달 

보고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일정 주기마다 있는 계약 재고를 위해 외부 

법무인의 법률 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2. 법무 담당 책임자는, 교육감과 기타 MCPS 교직원과 협력하여, Section 3-

305(b) of the General Provisions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 따른 보류 또는 

잠재적 고소를 포함한 중대한 법적 문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갱신해야 하며, 

상당한 예산 또는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법적 소송의 합의에 관해 

교육위원회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3. 이 정책은 교육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검열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s §4-104, §4-204, §4-205, and General Provisions Article §3-305(b). 

정책 변경사: 1985년 6월 12일, Resolution No 282-85 채택; 1986년 8월 12일 Resolution No 458‑ 86에 따라 수정; 1988년 

10월 24일 Resolution No 550‑ 88 적용; 2004년 4월 15일, Resolution No 210-04 개정; 2009년 10월 26일, Resolution No 

451-09 개정;2020년 3월 10일 Resolution No 148-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