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ocols - Access to Students and
Student Information
학생 및 학생 정보 접근에 관한 절차
비버튼 교육구는 모든 학생, 교직원 및 가족에게 안전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tudent
노력합니다. 저희는 전 세계로부터 온 학생들을 환영하고 교육합니다. 저희는 학교 등록 시 체류
신분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Informati

on정책 및 법이
법 집행 기관이 학생 또는 학생 정보에 접근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학교들에게는 특정 절차,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구 직원은 오리건 주 개정 법령 Oregon Revised Statute (ORS) 181A.820(1)에 따라 연방
이민법 시행을 위해 교육구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일 중 학생에게 접근
학부모/보호자 허락 없이 학생을 아무에게나 데려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교육이 불필요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권리가 확실히 보호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각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께
확실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교육위원회 방침 KN/KNA 는 교육구와 다른 정부 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 집행 공무원 (예를 들면, 경찰, 보안관, 이민국 직원) 이 학교 시간 중 학교에서 학생을 면담, 구속 또는 구금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학교와 관계있는 문제인지, 학생 신원 확인을 위한 영장이나 소환장이
있는지 등 특별한 상황 설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 집행 공무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해당 교장은
교육구 법률 자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 법 집행 공무원은 체포 영장이나 청원서를 제시하거나, 학생과의 즉각적인 면담을 정당화할 만한 비상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면담에 앞서 학생 부모/보호자와 연락해 학생 면담을 위한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 학교 직원은 학부모/보호자가 등록 서류에 디렉터리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지 않은 한, 법 집행 공무원에게 학생의 부모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인근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아닌 연방 이민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로 불림) 법 집행
공무원이 학교에 나타날 경우, 교직원은 학생에게 접근을 허락하기 전에 교육감 사무실이나 교육구 법률
자문의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주: 공무 집행자는 온라인 상의 교육구 정책 KN/KNA-AR 조항에 있는 “통지되지 않았음/비상 상황 서류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만 합니다. 해당 교장은 교육구 법률 자문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학생 면담이나
구금은 상기 조건이 충족되고, 법률 자문과 상담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에 관한 정보 접근
학생에 관한 모든 개인 식별 정보는, 주 및 연방정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학생에 관한 기록은 다음이 충족될 경우에만 조사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
•
•
•

미성년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의 서면 허가
성인 (18 세 이상) 학생의 서면 허가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비상사태 대응

법 집행 공무원이 학생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교장은 해당 서류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육구의 법률 자문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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