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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한 총기 보관(SAFE GUN STORAGE )에 관한 부모/보호자 법적 의무에 관한 정보 

 

학부모/보호자 귀중: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변 지역 

공동체, 그리고 미 전역에서 총기 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평균 27건의 18세 미만 청소년이 누군가가 소지한 총으로 자택에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기 관련 사건 대부분의 경우, 미성년자는 본인의 거주지 또는 친인척의 거주지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구는 교내 총기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견된 학생은 즉시 체포, 정학 및 퇴학 조치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학생들을 총기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학생 가족들에 대한 

예의절차로 부주의한 총기 보관 사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귀하의 법적 의무를 고지해 드립니다. 아래의 

두가지 총기 보관법 관련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소총 보관, 로스앤젤레스 지방 자치법 제55.21항 

해당 로스 앤젤레스 시 법령은 거주지 내에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소총을 보관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법무부에서 승인한 방아쇠 잠금 장치를 해지한 소총을 보관하는 것은 범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기 보관 범죄, 캘리포니아 형법 제25100(A)항  

해당 캘리포니아 주 법령은 귀하의 통제권에 있는 구역에 장전된 총기를 보관하여 아동이 총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이에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사망이나 중상을 

입게 되는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법령의 전체 텍스트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slie Ramirez (레슬리 라미레즈)  

Interim Chief of Police (임시 경찰서장) 

 

 

 

여기를 절취하여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안전한 총기 보관 – 이해 각서 

 

본 정보를 전달받았으며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학생 성명(인쇄체로 기재):  

학부모/보호자 성명(인쇄체로 기재):  

학부모/보호자 서명:  일자: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14/14-1553_ord_183956_12-16-15.pdf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14/14-1553_ord_183956_12-16-15.pdf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PEN&division=4.&title=4.&part=6.&chapter=2.&article=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PEN&division=4.&title=4.&part=6.&chapter=2.&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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