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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학교 구역 인식하기 

 

하워드 카운티 교육 이사회(이사회)와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HCPSS)은 학생, 학교 시스템 고용인, 

부모,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의 상호 존중하는 환경과 예의바른 행동이 학생과 스태프들의 

성취에 중요하다고 인식 하기에; 

 
이사회와 HCPSS는 학업 성취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식하는 문화 유지에 헌신하고 있기에; 

 
이사회와 HCPSS는 모든 학생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안전하고도 개개인이 귀하게 여겨지는 지원적 환경을 

만들고자 헌신하고 있기에; 

 
이사회와 HCPSS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서적 웰빙 증진에 헌신하고 있기에;  

 
해외 태생의 학생들이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이는 그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독특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미대법원은 학생의 교육 받는 것에 대해 공립학교들이 이민 상태를 근거하여 거부할 수 없다는 1982년의 

Plyer v. Doe 소송을 통해, 이로 인해 학생과 사회가 해를 입을 수 있음과 수정헌법 14조 하의 동등한 권리 

보호를 인용하고 있기에; 그리고 

 

미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11년 10월 24일자 정책 지침에서, 학교는 위급하거나 극적인 상태를 

제외하고는 이민 단속 행위가 이뤄질 수 없는 "민감한 장소"라고 선포 하였기에, 

 
따라서 이제 결의하는 바, 이사회는 모든 HCPSS영역이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안전 구역이 되어야 함을 선포 

하는 바, 학교 스태프는 모든 학생에게 육성과 지원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결의하는 바,  학교는 이민 단속 행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민감한 장소라는 2011년의 I.C.E. 지침을 

이사회는 수용하며 연방 정부가 그 지침을 존중해주기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촉구한다; 
 
 
나아가 결의하는 바, 학교 스태프는 정보, 자원, 상담, 그리고 기타 학교 지원을 제공함으로  I.C.E. 단속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나아가 결의하는 바, HCPSS 스태프는 이민 신분을 근거로 학생의 참여를 막거나 배제에 이르게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결의하는 바, HCPSS스태프는 학생 혹은 그 가족들에게 그들의 이민 신분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해외 교환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에게 특별한 규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나아가 결의하는 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는데 있어, HCPSS는 학생의 이민 

신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수집되고 있지 않음을 확실시 하기 위해 문서-보존 정책들과 실행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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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결의하는 바, HCPSS는 이민 신분이나 어떤 기타 이유로든 희롱, 괴롭힘, 혹은 차별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결의하는 바, 이사회는 이민법과 추방에 관한 질문을 가진 가족을 포함, 가족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근간의 단체들 및 법률 서비스 기관들과의 파트너쉽을 증진시킬 것을 교육감에게 권장한다; 

 
나아가 결의하는 바, 이사회는 리더쉽 계발실을 통해 HCPSS 스태프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에 헌신한다: 

1)  스태프의 해외 태생 학생 및 가족과의 상호교류를 향상하고, 문서에 대한 질문과 요청, 그리고 

학생 정보 취급은 법을 준수할 것을 확실시 하기; 

2)  연방  이민  에이전트에  의한  요구에  응답하는  지침을  제공하기 ;  그리고  

3)  해외에서  태어난  학생과  그  가족이  학교  시스템  및  기타  에이전시가  제공하는  

자원  및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도와주기 . 
 
 
나아가 결의하는 바, HCPSS는 이 결의안을 모든 학교 영역에 게재하고 평상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하여 스태프, 학생, 그리고 가족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나아가 결의하는 바, 교육감은 우리의 해외 태생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안전, 교육적 환경,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법적으로 지켜줄 "안전한 구역"으로 HCPSS학교들을 인식하는 이 결의안에 일치하는 새롭고,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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