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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형사상 체포, 구형, 범죄 소송 처분 자가 신고 양식 
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

(공개제한)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aryland 20850

기재 방법: MCPS에 고용된 직원(풀타임, 파트타임, 가채용, 정규채용, 임시 또는 계절 채용, 보조교사에 상관없이)은 2016년 10월 1일 이후 
에 일어난 형사 소송절차에 따른 양도를 포함한 이 양식에 적힌 어떠한 위법행위로 체포 또는 구형을 받았을 경우,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의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DCI)에, 직원이 보고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체포 또는 구형의 7일 업무일 이내에 자진 보고해야 합니다.  범죄행위가 일어난 장소나 직원의 업무 중에 일어났는지에 
상관없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구형 또는 체포된 경우의 자진보고는 직장에서의 행정상 유죄로 간주되거나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한 후 selfreport@mcpsmd.org에 제출합니다.

MCPS Regulation GCC-RA, 교직원의 형사상의 체포, 구형, 유죄 자진보고(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를 봅시다. 

교직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직원 직원번호 #

MCPS  직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업무 장소를 모두 기재(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종이를 첨부합시다.)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직장 - -    집 - -

개인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CPS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우편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반한 날짜 / /  Date Reported to MCPS에 보고한 날짜 / /

DCI에 처음 신고한 방법(전화, 이메일, 우편, 이 양식을 selfreport@mcpsmd.org로 제출)

구형 종류(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종이를 첨부합시다.  구형 종류는 뒷면을 보십시오.)

이 양식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person completing this for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직원과의 관계(Relationship to Employe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olicy/detail.aspx?recID=348&policyID=GCC-RA&sectionID=7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olicy/detail.aspx?recID=348&policyID=GCC-RA&sectionI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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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 약물이나 기타 규제 약물 배포:

 ❏  메릴랜드 형법 조항(Criminal Law Article of the Maryland) Code §3-307 또는 §3–308에서의 3, 4도인 성범죄와 다른 주법의 위반이 
Maryland에서 Criminal Law Article §3-307 또는 §3–308로 간주되는 경우.

 ❏  아동 성학대에 대한 Maryland 주 범죄법 조항(Criminal Law Article §3-602)을 위반하거나 다른 주법에서의 해당 조항을 Maryalnd 
주에서 위반한 경우. Criminal Law Article §3–602 하의 아동 성적 학대로 간주합니다. 

 ❏  폭력범죄란 폭력범죄에 대한 메릴랜드 범죄법 조항(Criminal Law Article) §14-101을 포함하거나 다른 주의 §14–101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경우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 

 ❏ 유괴, 

 ❏ 1급 방화, 

 ❏ 납치, 

 ❏ 살인,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은 예외, 

 ❏ 신체상해  

 ❏ 불구  

 ❏ 살인 

 ❏ 강간 

 ❏ 강도 

 ❏ 차량탈취 

 ❏ 무기를 소유한 차량탈취 

 ❏ 1급 성범죄 

 ❏ 2급 성범죄 

 ❏ 중죄,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권총의 사용 

 ❏  1급 아동학대 

 ❏ 미성년자 성적 학대 

 ❏ 다음에 명시된 범죄에의 가담 또는 가담 시도 이 리스트의 (1)-(16)에 명시된 범죄 

 ❏ 범죄법(§3-315 of the Criminal Law Article)아래에서의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 1급 공격 

 ❏ 살인을 의도한 공격

 ❏ 강간을 의도한 공격 

 ❏ 강도를 의도한 공격 

 ❏ 1급 성범죄를 의도한 공격 

 ❏ 2급 성범죄를 의도한 공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