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26169 (Korean) 

 

 

2017년 5월 15일  

 

친애하는 학부모 및 학생 여러분께,  

 

본 통신문은 지난 2017년 1월 30일자 및 2017년 3월 21일자로 발송된 통신문에 이은 후속 안내문으로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환영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가정을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본 지면을 빌어 지난 2017년 5월 11일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 이민국에서 나온 것으로 

밝힌 두 명의 사람이 퀸즈에 있는 P.S. 58에 가서 그 학교 4학년 학생에 관하여 심문한 바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학생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시장 직속 이민자 지원실 및 NYPD와 협의하여 이 우려스러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프로토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민세관 단속청(ICE)를 포함한 연방 직원들은 법에 의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건물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학생이나 

학생가족의 체류신분을 알아보지 않으며 법에 의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자료가 필요할 경우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뉴욕시 전역에서 학생과 학부모님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워크숍을 진행 중입니다. 본 워크숍을 통해 뉴욕시 이민자들의 권리를 

알고,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안전계획 및 사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워크숍에서는 

ActionNYC를 통해 참석자들을 법률 서비스와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 차후 저희는 워크숍을 더욱 많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든 뉴요커는 이민 신분 상태와 관계 없이 계속해서 뉴욕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311번이나 웹사이트 http://schools.nyc.gov/supportingallstudents 에서 

교육청 이민관련 프로토콜을 참고하시고 귀하와 귀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립학교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저희는 모든 학생들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뉴욕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생과 교직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를 실시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전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민자들로 이룩된 도시로서, 서로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 학생들, 그리고 모든 뉴요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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