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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의 내용은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 1232g에 의해 비밀이 유지됩니다.  

DISTRIBUTION (배부):  학교 기밀파일(School Confidential File)  

작성방법: 이 양식은 갱활동 의혹이나 이와 비슷한 파괴적 또는 불법 단체 행동 및 보복행위, 갱활동이나 비슷한 파괴적 또는 불법 단체 행동을 
신고한 사람에게의 보복행위, 피해자, 증인, 방관자, 또는 학교나 학교 버스,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와 등하교길에서 갱활동과 이와 비슷한 
파괴적 또는 불법 단체 행동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의 보복행위 등를 보고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갱의 정의: “범죄 갱"이란 3명 이상이 모이거나 그룹을 형성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개인 또는 함께, 계속적으로 범죄 갱 행위나 활동을 하거나 행위나 활동에 연관된 경우.

(2)  주된 목적과 활동 중 하나가 하나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모인 경우. 성인이 연관되어 있다면 청소년의 행동에 잠재적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도 해당함.

(3)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한 조직이나 명령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갱 활동: "범죄 갱 활동의 유형"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의도가 있거나, 공모 또는 모의를 하거나, 두 명이상을 범죄를 저지를 의도 
또는 범죄행위로 유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인이 관여할 경우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만으로도 이에 해당합니다.

(a)  학교 또는 학교 근처의 자동차나 건물에서의 행위-개인, 친구, 개인의 가족을 물리적 힘이나 폭력으로 위협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강요,  
성득, 유인하거나 간청하여 개인을 갱에 참여시키거나 개인이 범죄 갱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1) Code of 
Maryland §11-154 of the Transportation Article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학교 자동차에서 또는 (2) 초, 중, 고등학교와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소유 또는 대여하고 있는 공간 및 초, 중고등 교육에 사요되는 공간에서 1,000ft 이내에서.

(b)  적용범위-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계없이 (a) 조항이 적용됩니다. (1)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학교 수업 중인 경우 또는 
(2)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해당 공간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오늘 날짜 / /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 보고자:  이름 

전화 - -  이메일 

 해당란 ✓ 에 표시하십시오:

 □  학생 피해자 □  학생(증인/방관자) □  학부모/후견인 □  학교 교직원 □  방관자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해 학생 이름 (정자로 기재)  나이 학년 학교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 이름 (알고 있을 경우) (정자로 기재)  나이 학교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가 학생입니까?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증인 이름 (알고 있을 경우) (정자로 기재)  나이 학교 (알고 있을 경우) 증인이 학생입니까?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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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 /  / /  / /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일어난 일을 설명해주세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표시)

 □  학교 소유지에서  □  학교 건물 외에서 행해지는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이나 행사에서 

 □  스쿨버스에서   □  등하굣길에서

가해자가 한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

이 사건으로 신체적 상처를 받았습니까? 다음 중 하나를 ✓ 선택하십시오. 

 □  아니요 □  예, 그러나 의료 치료는 필요없습니다  □  예, 의료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기재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체적 가해가 있었을 경우는 영구적 상처라고 생각됩니까? □  예 □  아니요

학생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학교를 쉬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의 경우, 이 사건의 영향으로 학생이 몇 일간 쉬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공하고 싶은 추가 내용이 있습니까? (예: 아는 경우, 갱 이름, 패거리, 친하게 지내는 그룹, 무리나 팀)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DISTRIBUTION (배부):  학교 기밀파일 

 / /
 서명 날짜

이 양식의 내용은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 1232g에 의해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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