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학교에 머물게 하는 것이 비행 청소년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조지아의 현 유소년 사법 제도는 “학교에서 감옥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엄격한 규율로 인해 작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의
시험 성적 향상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 측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중 “모범 소수
인종”으로 인정받던 아시아계 미국인 유소년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아시아계 이주민 학생들은 교육 실패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의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가 상승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을 위한 ESL 수업이 늘어가는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¼가 제한적인 영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또래 학생들에 비해 그들은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 정착하는 이민
유소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향상된 교육 정책을 고안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남기는 것이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이의 교육 수준과 훗날
수감되는 인구에는 큰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 중 중퇴하는 인구는 대학 졸업생들과
비교해 63 배 더 많은 구금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영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비슷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동남 아시아 유소년들의 중퇴율이
높은 상황에서 조지아의 구금률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현 사법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의 연구 성과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을
구금하는 행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몰아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법 제도에 청소년들을 노출시키는 현 정책은 미래의 범죄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구금 경험이 있는 유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유소년들에 비해
성인이 되어 구금되는 확률이 3 배 이상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을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미래의 성인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학교에 남기고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한 부모님들의 개입이 아이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미국 교육
제도는 부모님들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시아계 부모님들 또한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언어적, 문화적 장애물이 있겠지만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역인을
통하거나, 커뮤니티의 지원을 통해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info@aalegal.org 로 연락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 www.advancingjustice-atlanta.org 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