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자료 
 

 

► 대부분의 시 서비스는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뉴요커들에게 제공됩니다. 뉴욕시장 직속 

이민자 지원실(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에서 제공하는 상세 

정보는 전화 311번 또는 웹사이트 www1.nyc.gov/immigrants를 참고 하십시오. 

► ActionNYC는 믿을만한 커뮤니티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의 안전한 이민 법률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언어로 도움을 드립니다. 

● 예약 전화는 (800) 354-0365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9 a.m.에서 6 

p.m.사이에 하시면 되며, 전화 311번으로 연락하시어 “ActionNYC”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세한 내용: 

www1.nyc.gov/site/actionnyc/index.page. 

►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우울하다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ThriveNYC에서는 여러분의 언어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888) NYC-WELL 또는 문자 “WELL”을 65173번으로 보내십시오.  

상세한 내용: nycwell.cityofnewyor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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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족을  

위한 보호 
 

여러분의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뉴욕시 교육청(DOE)에서는 

우리의 모든 학생들과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ycwell.cityofnewyork.us


서류 미비자도 자녀 학교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예. 뉴욕시 공립학교를 방문할 때에는 

사진이 부착된 공식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DOE에서는 

NYC에서 모든 뉴요커들에게 무료로 

발급하는 시 ID 카드인 IDNYC를 

인정합니다. IDNYC는 체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무료 

IDNYC 카드 신청: 

www.nyc.gov/IDNYC. 

 

여러분의 권리 
 

 

비밀 보장: DOE는 학생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이민 신분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련 정보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직원은 여러분께서 제출하시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그 어떤 문서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DOE 직원은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언어 지원: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녀 학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DOE는 스페인어, 중국어, 벵골어, 아랍어, 러시아어, 우르두어, 아이티 크레올어, 프랑스어, 

한국어로 무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200여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schools.nyc.gov/ 

school-life/support/in-your-language 

안전한 학교: 모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민 세관 단속국(ICE) 직원 

등의 비 지역기관 수사관들은 전적인 필요에 의해 법으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DOE 변호사들과 상의를 마친 후에만 DOE 학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ICE 수사관들이 학교에 출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 학교 안전 요원이 학교장에게 알리면, 학교장이 나와 안전 데스크에서 이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학교장은 자신이 DOE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동안, 수사관들을 학교 건물 밖에서 

기다리도록 할 것입니다. 

● 학교장은 DOE 변호사들과 상의한 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ICE 

수사관들은 적법한 영장이 있을 경우, 또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schools.nyc.gov/SupportingAllStudents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자녀 학교에 있는 비상연락 카드 정보를 가장 최근 것으로 

기록하시고, 귀하의 부재 중에 대신 자녀를 픽업할 수 있는 다수의 어른들(예, 가족, 친구, 

베이비시터, 이웃, 또는 타학교 학부모 등) 이름을 적으십시오. 자녀가 다니는 pre-K, 보육 

센터,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모든 곳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십시오. 

부모님과 법적 보호자들은 자녀의 양육자가 

ICE에 의해 잡혀 있거나 추방되었을 경우, 

법원에 임시 보호자(standby 

guardian)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311번으로 연락하신 뒤 

“ActionNYC” 라고 말하면, 안전한 

무료 이민 법률 상담으로 연결되어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존중 

(RESPECT FOR ALL): 

어떤 아동도 학교에서 불안감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DOE는 괴롭힘, 협박, 

따돌림 및 차별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말할 경우, 즉시 교직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 주십시오. 학교 폭력 신고 방법에 관한 상세 정보: 

schools.nyc.gov/RespectforAll. 

http://www.nyc.gov/IDNYC
http://www.schools.ny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