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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COB-RA, COB-EA, COC-RA, COC-EA, COE-EA, COE-EB, JFA, JFA-RA, JGA, 

JGA-RB, JGA-RC 

책임 부서: 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수석 행정 책임관(Chief Operating Officer) 

관련자료: Gun Free Schools Act, 20 United States Code, Chapter 70, §18-921; Annotated 

Code of Maryland, Criminal Law Article, §4-102;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1.12-1 

 

 

 

무기류 
 

 

 

I. 목적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 소유지에서 무기류가 발견된 경우에 

따르는 절차를 위한 규정입니다.  

 

II. 배경 
 

Maryland 법은 연방정부법과 MCPS Exhibit COE-EB, Firearms (U.S.Code)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립학교 소유지에서 모든 형태의 총기류, 칼, 생명을 위협하는 총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Maryland 법은 지역 교육구에게 더 엄중한 규정과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III. 정의 

 

A. 복제 소형화기/모의총(Firearm facsimiles)는 총 등 소형화기와 같이 생긴 모든 

디자인과 자질을 포함한 총처럼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B. MCPS 소유지(property) 란 MCPS 가 사용하거나 소유한 모든 땅과 버스와 

MCPS 자동차, 학생이 참여하는 MCPS의 모든 시설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교육구 그리고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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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학교장/학교장 대리인(Principal/designee)은 학교, 사무실의 책임을 맡은 

적절한 행정 담당자를 말합니다. 

 

D. 무기(Weapons) 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말하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체로는 소형화기, 칼, 금속 너클(metal knuckles), 쌍절곤, 

BB총, 페이트볼 총, 공기총을 포함한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IV. 행정절차 

 

A. MCPS 소유지에서 사람이 인지 또는 의심할 만한 승인되지 않은 무기의 소유 

또는 접근이나 접속 학교장 또는 대리인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B. 적절한 조사 후,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다음을 포함한 어떠한 행동 방향을 

지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1. 경찰에게 소형화기를 소지한 또는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즉각적인 도움을 구한다. 또는,  

 

2. 총기 이외의 위반 무기를 소지 또는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에게 흉기를 학교장이나 대리인에게 안전하게 전할 기회를 준다.     

 

C. 학교장/대리인은 학생으로부터, 학생의 나이, 상황, 위험의 가능성에 따라 

무기 몰수의 권한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D.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학생일 경우, 학부모/후견인에게 이를 가능한 한 즉시 

학교장 또는 대리인이 알립니다.     

 

E. MCPS 장소에서 소형화기,복제 소형화기/모의총, 또는 다른 무기를 소지하고 

발견된 학생은  Maryland 법; MCPS Code of Conduct; MCPS Regulation JGA-

RB, Suspension and Expulsion; 과 MCPS Regulation JGA-RC, Suspension or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에 따라 훈육조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F.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사건을 OSSI에 가능한 한 즉시 MCPS Regulation COB-

RA, Reporting a Serious Incident에 정해진바와 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규정 변경사:  이전 규정 No 230 17, 1976년 10월 1일, 1983년 1월 목록 정보 갱신, 1989년 19월 9일 갱신, 1993년 6월 

11일 갱신, 1996년 10월 4일 갱신, 1998년 7월 20일 갱신, 1999년 10월 13일 갱신, 2000년 6월 1일 사무실 이름 변경, 

2006년 2월 10일 갱신, 2014년 8월 11일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