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학교에서의

지원 기관

이민 단속 조치

구금 또는 추방에 대응하는 이민 가족은
다음의 지원 기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구금자 위치 추적 장치:
https://locator.ice.gov/odls/homePage.do.
유의 사항: 이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이민
신분 조회가 아닌 이미 구금된 개인의
위치를 찾는 의도로만 사용됩니다.
• 개인 개업 변호사, 승인 대리인(이민
절차에서 이민자를 도와 주는 사람), 또는
법률 구조 단체.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 변호사 검색:
http://www.calbar.ca.gov/Attorneys
•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및
이민심사행정국(Executive Office of
Immigration Review, EOIR) 앞에서
이민자들을 대리하기 위한 이민국
항소 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의 단체:
https://www.justice.gov/eoir/page/
file/942306/download#CALIFORNIA.
• 캘리포니아 법원 자조 센터:
http://www.courts.ca.gov/
selfhelp-selfhelpcenters.htm.

학생 및 가족을 위한 안내서

캘리포니아 주의 학교에서 이민자 단속 활동에
대응하는 지원 기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또는 불만을 제기하려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Bureau of Children’s Justice
California Attorney General’s Office
P.O. Box 944255
Sacramento, CA 94244-2550
전화: (800) 952-5225
이메일: BCJ@doj.ca.gov
https://oag.ca.gov/bcj/complaint
이 간행물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oag.ca.gov

• 법률 구조 사무소 및 변호사 소개 서비스:
http://www.courts.ca.gov/1001.htm.
• 학부모 또는 보호자 출신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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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권리를 알아 두십시오
자녀들은 무료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자녀는 학부모/보호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무료 공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자녀는:
• 무료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6세와 18세 사이인 경우,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고, 평화로운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 차별, 괴롭힘, 따돌림, 폭력 및 협박이 없는
공립학교 환경에서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 학교에서 차별없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가 있습니다.
학교 입학에 필요한 정보
• 학교는 자녀의 나이 또는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다양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시민권/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는 학교 입학을
위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
번호도 학교 입학을 위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 연방법 및 주법은 학생의 교육 기록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교육 목적이
아닌 한, 학교가 학생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거나,
이미 공개되었거나, 또는 법원 명령이나
소환장에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 어떤 학교들은 기본적인 학생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적으로 제공합니다. 만약의
경우, 학군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신상 정보
정책에 대한 통지서를 제공하고, 자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금 또는 추방된 경우의 가족 안전 계획
• 여러분은 자녀의 긴급 연락처(보조 연락처
포함)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구금 또는
추방되었을 때 자녀를 돌볼 신뢰할 수 있는
성인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보호자 허가 진술서” 또는 “개인에
대한 임시 보호자 임명 청원서”를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귀하의 자녀를 위한
교육 및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할 권리
• 여러분의 자녀는 본인의 실제 또는 인정된
국적, 인종 또는 이민 신분 때문에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증오 범죄를 신고하거나, 학군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민자 학생과 가족에
대한 점검표
1. 다음의 정보를 학교 직원과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학생, 학부모, 보호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민 신분과 관련하여, 여권 또는 비자를
포함하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회 보장 번호(SSN) 또는 카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Free and Reduced-Price Meals"
(무료/할인 급식)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서에 서명하는 성인 가족 구성원의
SSN의 마지막 4자릿수만 제공하십시오.
• 가족이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인
가족 구성원이 SSN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전히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양식의 “No
SSN”(SSN 없음) 네모칸에 표시하여
신청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족 구성원이 CalFresh,
CalWORKs(캘리포니아 주 취업 기회 및
자녀의 대한 책임) 또는 FDPIR(인디언
보호 구역 식품 배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성인 가족 구성원은 학생이 무료
또는 할인 급식에 대한 자격을 얻기 위해
SSN의 마지막 4자릿수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학생의 나이 또는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문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학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학생 정보에 관한 학교의 서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요청하십시오.
• 기본적인 학생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신상
정보"에 대한 학교의 정책을 검토하고, 해당정
보의 공개를 거부할 것인지 여부를고려하십
시오.
3. 한 명 이상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구금 또는추
방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치를취하십시
오:
•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가족 안전 계획"(예:
https://www.lirs.org/assets/2474/
bna_beinformed_safetyplanningtoolkit.pdf)을
작성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학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자녀를 돌볼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이름.
• 중요한 문서(출생 증명서, 여권, 사회 보장
카드, 의사 연락처 정보 등)를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긴급 전화 번호와 지시 사항.
• 학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자녀의 학교가
항상 최신 긴급 연락처 정보(대체 연락처포함)
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