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다양화 촉진 및 인종적 고립 감소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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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 법무부와 교육부는 학군 그리고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을 대상으로 한 2개의
새로운 지침 문서를 발표했으며, 이 문서는 법의 허용 한도 내에서 교육 기관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초등 및 중등 학교의 경우 학생들 사이의 인종적 고립을
감소하기 위해 연방 대법원이 마련한 유연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지침사항은 교육자들이 주의 깊게 구성한 계획 하에서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또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경우 인종적 고립을 감소하기 위해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지침사항은 대학 및 학교들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학습적 이점을 인정합니다.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다양한 학습 환경은 학생들의 분석적 기능 개발을 촉진하며,
고정 관념을 제거하고,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계에서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준비
교육을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지침사항은 교육 기관들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의
약속을 완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육 환경에서 인종적 고립은 너무 흔한 현상이며 이 현상이 증가되고
있다”고 에런 던컨 교육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용주, 동료 직원 및
고객들이 더욱 더 다양해지는 세계적 경제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의 성공에 필요한
경험의 기회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교육의
불공정성을 야기합니다."
이번 지침사항은 근본적으로 교육 기관에 의한 인종적 고려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방
대법원의 3개 판결 즉, 관련 학부모 대 시애틀 학군 제1 판결 (Parents Involved in
Community Schools v. Seattle School District No. 1), Grutter 대 Bollinger 및
Gratz 대 Bollinger 판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사항은 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이 다양성을 촉진하고 인종적 고립을 감소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옵션에 대한 실례를 제공합니다.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경우, 이 지침사항은 학교와
프로그램 현장, 학교 출석 경계선 결정, 학년 재편성 (grade realignment) 및 피더
패턴(feeder pattern)의 재구성 등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지침사항은, 파이프라인 프로그램(pipeline program)에서, 모집 절차에서,
그리고 후원 활동, 개인 교수, 보유 및 지원 프로그램들에서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학 절차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지침사항은 법무부 및 교육부에 의해 시행되는 헌법 수정 제14조에 의한 평등 보호
조항 그리고 1964년 민권 법 제4장 및 6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2008년에 부시
행정부가 발급한 종전의 지침사항은 오늘 날짜로 철회됩니다.
이 지침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letters/colleague-201111.html



고등 교육 기관 지침사항: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guidance-pse-201111.html



초등 및 중등 교육 기관 지침사항: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guidance-ese-201111.html
교육부 민권 담당 실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을 방문하십시오. 법무부 민권
국의 균등 교육 부서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http://www.justice.gov/crt/edo/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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