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보
모든 어린이들의 학교 입학 권리에 관한 정보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은 실제 또는 인식된 인종, 피부색, 원국적, 시민권, 이민 상태
또는 그들의 학부모나 보호자의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공립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입학을 금지 또는 입학 의욕 상실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 학군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용되는 입학 방침(예를 들어 거주 증명 요구)과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 방침의 예입니다.
•

학군 내 거주 증명.
o 교직원은 학생이 학군 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군은 여러 형식의 문서를 거주 증명용으로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요금 청구서, 공과금 청구서, 임대계약서,
선서 진술서 또는 그밖에 다른 서류 등입니다. 학군의 거주 증명서
제출 요구조건은 반드시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o 학군은 학군 내 거주 확인을 위해 학부모나 자녀의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홈리스 어린이(불법체류 홈리스
어린이 포함)가 거주 증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입학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o 거주 증명을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 중에 주정부가 발행한
학부모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포함할 수 있는 있지만, 학군은
그러한 서류를 거주 증명용으로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반드시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구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학생들의 입학을 불법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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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증명.
o 교직원은 학생이 취학 최저 연령 또는 최고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군은 연령
확인을 위해 여러 종류의 서류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을
제시하는 종교기관이나 병원 또는 의사가 발행한 확인서, 가족용
성서에 기입된 날짜, 입양 기록, 부/모의 선서진술서, 출생증명서,
이전에 확인된 학교 기록 등입니다.
o 학군은 학생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학생이 출생 증명서가 없거나 외국 출생 증명서와 같은
외국에서 출생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입학을 막거나 좌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

사회보장 번호.
o 어떤 학군은 학생의 ID 번호로 사용하기 위해 입학 등록 시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합니다. 학군이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1)
학부모나 학생에게 제출은 자발적이며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학생의
입학 등록이나 취학을 금지시키지 않음을 고지해야 하며, (2)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o 학군은 학생이 사회보장 번호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의 입학
등록이나 취학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o 학군은 자녀의 학교 입학 등록이나 취학을 위해 부모가 사회보장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인종 또는 민족 자료.
o 학군은 학생들의 인종과 민족 자료를 보고해야 하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학군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인종이나 민족 정보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o 하지만 학군은 자녀의 인종이나 민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의 입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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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에 입학할 때 학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거나
학군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래 정부 기관에 연락 하십시오:
•

법무부, 인권국, 교육 기회과
전화: (877) 292-3804 (무료 전화)
팩스: (202) 514-8337
이메일: education@usdoj.gov

•

교육부 인권실
전화: (800) 421-3481
이메일: ocr@ed.gov
온라인으로 미국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http://www.ed.gov/ocr/complaintintro.html
http://www.ed.gov/ocr/docs/howto-korean.pdf
http://www.ed.gov/ocr/docs/complaint-form-korean.pdf
을 방문하여 불만 제기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교육부, 고문 사무국
전화: (202) 401-6000
팩스: (202) 205-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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