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 방법 안내: 이 양식은 MCPS 직원이 응급센터(Montgomery County Crisis Center)에 의뢰/인계를 위한 학생  정보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MCPS Form 336-32,개인 정보의 유출/교환에 대한 허가(Authorization for Release/Exchan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와 MCPS Form 
270-1,학부모 회의 요약(Summary of Parent Conference)에 첨부해야 합니다. 학부모/후견인은 Montgomery 카운티 응급센터(Montgomery County 
Crisis Center Crisis Center), 1301 Piccard Drive, First Floor, Rockville, Maryland 20850, Telephone 240-777-4000)에 이 양식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복사 한 부를 본인용 기록으로 보관합시다.

1부:  MCPS직원이 작성하여 MONTGOMERY COUNTY CRISIS CENTER로 보냅니다.

본인은 다음 리스트의 학생의 상담을 몽고메리 응급센터(Montgomery County Crisis Center)에 추천합니다. (I am referring the student 
listed below to the Montgomery County Crisis Center.) 다음은MCPS Form 336-32,개인 정보의 유출/교환에 대한 허가(Authorization 
for Release/Exchan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MCPS Form 270-1,학부모 회의 요약(Summary of Parent Conference)양식입니다. 

학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____/____/_____ 

학생아이디 #_______________학_____년인종/민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염려되는 점 요약:

□ 자살 위협(학생이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서) _________________ □ 행동적 기능장애(자세하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살 위협 행동(자세하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상 행동(자세하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살해 위협(학생이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서) _________________ □ 상해를 입히는 공격(피공격자를 포함하여 자세하게) _________

□ 불링(피해자 포커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링(가해자 포커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추가 정보(자세하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책  학교/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  팩스번호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서명 추천 직원 날짜 교장 날짜

2부:  응급센터 직원이 작성하여 추천한 학교에 보냄

Crisis Center Disposition and Recommended Action Steps:

1. □ Student not currently at risk to self or others □ No follow-up needed

 □ Follow-up recommended

     Comm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 Referred for outpatient treatment □ Inpatient hospitalization (voluntary)

             (Specific referral: Name  Telephone Number ____-____-______)

 □ Referred for partial hospitalization □ Emergency Petition initiated by Crisis Center staff members

 □ Other (be specifi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Form 336-32, Authorization for Release/Exchan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please attach). □ Yes □ No

4. MCPS staff should contact Crisis Center staff members for additional information. □ Yes □ No

Crisis Center Therapist   Date _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240-777-4000 Fax: 240-777-4800

Crisis center scanned completed form and sent to referring MCPS staff member □

배부(DISTRIBUTION):  사본 1과 2/ 이 양식의 원본은Crisis Center에 배달해야 하며, 사본을 학부모/후견인에게 기록보관을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사본 3/
학교장 비밀보장 파일(달력연도 1년 후 폐기); 사본 4/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 부서 구글 드라이브 (https://
forms.gle/9SnJosytUWXJuoNy6)

응급센터 소견서 정보
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Rockville, Maryland 20850

MCPS Form 560-10
2021십일월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detail.aspx?formID=179&formNumber=336-32&catID=1&subCatId=23


정의

자해 폭력(Self-directed violence-SDV; 자해적 행동과 유사)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행동. 낙하산, 노름, 약물 사용, 담배 사용이나 
과속 운전과 같은 위험한 활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행동은 자해와 유사하여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될수도 있으나자신을 상해하거나 제거하려는 행동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상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이 결과를 의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해 폭력은 다음으로 분류합니다. 
 • 자살이 아닌(아래의 정의), 
 • 자살(아래의 정의), 

자살이 아닌 자해 폭력 
자신을 상해하거나 상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암시적으로나 분명하게 자살을 의도했다는 증거가 없음 

암시하는(Implicit)-의심하거나 보류의 여지가 없음, 암시되었지만 직접적인 표현은 없음, 자연적으로 내재함.

드러난(Explicit)-불분명하거나 함축적이거나 애매모호하지 않고 완전히 드러남, 의미나 의도에 의심이 가지 않음. 

자살을 의도한 상해 폭력(Suicidal self-directed violence) 
자신을 의도적으로 상해하거나 상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암시적으로나 분명하게 자살을 시도하려는 증거가 있음. 

설명할 수 없는 자해 폭력 
자신을 의도적으로 상해하거나 상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자살의 의도가 불분명함. 

자살 의도(Suicidal intent) 
개인이 자상을 입힌 시점에 자살을 의도하거나 죽기를 원했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
함축적이고/이거나 분명한)증거가 있음.  십대가 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거나 한줌의 약을 먹으려는 행동은 명확한 
자살 위협의 예입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자살위협의 예: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 "죽는게 더 나아," "내가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을 돕는 거야 " 또는 " 내가 없어져도 나를 보고 싶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살 시도(Suicide attempt) 
죽고자하는 의도로 자신에게 가한 상해의 가능성이 있는 행동 자살 시도는 상해를 입는 결과나 입지 않는 결과를 
포함합니다. 

자신이나 다른사람에 의해서 자해 행동이 중단됨. 
다른 사람에 의해서-자신을 상해하려 했지만 치명적인 상해를 입기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중단됨. 이 행동의 중단은 
행동을 처음 생각만 했을 때부터 행동을 한 다음의 어떤 시점에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의해서(다른 문서에는 자살 행동을 "중지함"으로 쓰임) -개인이 자상을 시작했지만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전에 
스스로 중단함.

다른 자살 행동에는 자살 준비가 있습니다.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살 시도를 계획하는 준비나 행동. 여기에는 말이나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자살 방법(예: 총기 구입, 약을 모음)을 수집하거나 자살에 의한 죽음에 대한 준비(예: 유서를 씀,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줌)가 포함됩니다. 

자살(Suicide) 
죽기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인한 죽음.

자살 계획(Suicidal plan) 
자살 시간이나 자살 방법을 짜는 등의 조직적으로 임하는 자세에서 보여주는 스스로 상해를 입히려는 행동과 자살 
시도에 대한 생각.

(From Crosby, A. E., Ortega, L., Melanson, C. Self-directed Violence Surveillance: Uniform Definitions and Recommended 
Data Elements. Atlanta (G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