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제와 PWCS – 이민 정책 관련 우려에 대한 답변
많은 Prince William County 공립학교 학생과 가족은 미국 이민 정책에 대한 걱정을 표출하였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우리 교육구의 정책과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Prince William County 공립학교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 교직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심리적 평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이민 상태와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PWCS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포함하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 우리 교육구는 학생과 가족의 법적 신분이 우려를 초래한 경우에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교육구 자체의 정책과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이는
공립학교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1982년 대법원 결정을
반영합니다.

•

우리 교육구 내 어떤 학교에서도 특정 이민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희는 이민 관세 수사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Agency; ICE) 또는 지역
수사기관이 공립 학교에 진입하여 학생, 학부모, 직원을 체포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ICE는 공립학교를 “민감한 장소”라 정의하였으며 테러, 폭력 사태
위험, 국가 안보 위협, 또는 기타 특정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학교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ICE가 상기 정책을 준수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늘 그래왔듯이, PWCS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ICE 또는 기타 수사 기관이 우리 학교에 진입을 원하는 경우, PWCS는 영장, 소환장, 또는 기타
법률 문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PWCS의 최종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외부인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

PWCS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이민자 신분을 묻지 않으며, 적절한 법적 사유 없이 학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PWCS는 학생과 가족의 이민자 신분을 절대로 묻지 않으며, 이민 신분은 모든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PWCS는 적절한
소환장, 또는 법적 결정문 없이 수사 기관에 학생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이민자 신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경우, PWCS 응급 정보 카드를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교육구는 학생과 관련된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