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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에 자주 묻는 질문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이하 LA 통합교육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이민 신분, 종교, 장애, 

국적, 인종, 민족, 성별 또는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학습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거 이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1:  미국의 K-12 공립학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1:  예.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들은 자신 또는 부모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공평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Plyer v. Doe)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964년의 민권법(제4조, 제6조 

및 제9조)을 포함한 연방법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2:  LA 통합교육구는 등록 또는 교육상의 목적으로 학생이나 가족 구성원의 이민 신분을 

요구하나요?  
 

답변 2: 아니요. LA 통합교육구는 등록 또는 교육상의 목적으로 학생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이민 

신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통학, 무료/할인 급식, 학업 프로그램, 과외 활동 및 

기타 서비스 신청이 포함됩니다.  
 
질문 3:  LA 통합교육구는 연방 이민국 직원과 학생의 이민 신분 또는 기밀 학생 기록 정보를 

공유하나요?  
 

답변 3: LA 통합교육구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생이 유학생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 신분으로 

등록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이민 신분과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LA 통합교육구는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제공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LA 통합교육구가 우연히 학생의 신분을 알게 되더라도 그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가족교육권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FERPA: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은 일반적으로 교육구가 제삼자에게 학생의 교육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교육구가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학생 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유효한 출석요구서,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및 2) 공공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는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문 4:  LA 학교경찰국(LASPD)은 연방 이민국의 이민 조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답변 4: LA 학교경찰국의 주요 임무는 학교에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LA 

학교경찰국의 직원은 이민 신분에 관해 문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LA 학교경찰국은 

학생이나 직원의 안전에 관해 즉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민국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질문 5:  가족 구성원이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아닌 경우 2016년 대통령 선거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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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미국의 이민법 및 정책은 의회 및/또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만들어집니다. 2017년 

1월 3일의 국회나 2017년 1월 20일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전까지는 법이나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써는 2017년 1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변경 또는 변경의 발의 여부에 상관없이 LA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생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질문 6:  연방 이민국 직원이 LA 통합교육구의 캠퍼스를 방문할 수 있나요?  
 

답변 6: 현행 정책상 학교, 병원, 예배당 등 "민감한 장소"에서 연방 이민국 직원의 집행 조치는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연방 이민국 직원은 즉각적인 공공의 

안전 문제 또는 유효한 수색영장, 출석요구서,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캠퍼스에 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교육구의 참조 가이드를 

확인하십시오 REF-6767.0: LAUSD Campuses as Safe Zones and Resource 
Centers (안전 구역 및 리소스 센터로서의 LA 통합교육구 캠퍼스).  

 
질문 7:  DACA(추방유예 허가)를 받은 사람에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답변 7:  추방유예 허가(DACA)는 2012년 6월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새 

대통령의 행정부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수정 또는 정책을 전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 허가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이민법 센터)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ilc.org/issues/daca/.  
 
질문 8: 미국에 처음 와서 교육구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리소스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8: 교육구의 학교 등록, 배정 및 평가(School Enrollment Placement and Assessment 

또는 S.E.P.A.) 센터를 통해 학생과 가족은 학업 성취와 사회적, 정서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S.E.P.A. 센터는 교육구와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족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타 사회 복지 및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줍니다.  
 

S.E.P.A. 메인 센터(주소: 1339 Angelina St., Los Angeles)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30분 사이에 개장하며 전화번호는 (213) 482-3954입니다. 

또한, 교육구의 지역 사무소마다 S.E.P.A. 센터와 유사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확대 지원 

사이트를 임시 개설하였습니다. 가까운 확대 지원 사이트를 찾거나 리소스를 이용하려면 

교육구 홈페이지(lausd.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9: 이민법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9: 교육구 직원은 특정 이민 관련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의 

의견으로는 이민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교육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증인”에게 법률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또는 저비용 비영리 

이민법률서비스 제공기관의 연락처는 다음 주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mmigrationlawhelp.org. 이 웹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기관에서 제공한 

조언이 반드시 교육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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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질문이 있는 가족은 가능한 한 빨리 이민법률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민법률서비스 제공업체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매우 분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등록이나 리소스 이용에 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S.E.P.A. 센터(전화: (213) 482-

3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LA 통합교육구는 차별 및 괴롭힘에 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요?  
 

답변 10: 교육구는 교육의 우수성, 형평성 및 접근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교육구의 정책은 실제 

또는 인지하고 있는 종교, 장애, 국적,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취향 또는 기타 피 보호 

집단에 근거한 학생, 가족, 직원에 대한 차별 또는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구의 차별 금지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교육평등준수 위원회)의 웹 

사이트(http://achieve.lausd.net/eeco)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1: 본인 또는 본인의 아이가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1: 교육구는 차별 및/또는 괴롭힘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합니다. 그런 행동을 즉시 학교 

지도자, 감독관, 교육감 사무실 또는 해당 지역의 법집행기관에 신고하십시오. 

학교에서의 차별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교육평등준수 위원회)에 전화 (213) 241-7682로 문의하시거나 웹 

사이트(http://achieve.lausd.net/eeco)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희생자가 되거나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법집행기관이나 

의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교육구 홈페이지(lausd.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chelle King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