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조사

학부모/보호자/학생 귀하:
본 양식은 매키니-벤토법 (McKinney-Vento Act) 42 U.S.C. 11435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반드시 각 학생 별로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하신 정보는 기밀이 유지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곳에 제공하신 정보를 근거로 여러분의 자녀가 차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학생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생의 현재 주거형태를 묻는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학교/임시 거주지 담당 연락관들에게 알림: 본 양식의 작성에 있어 학생과 그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본 양식을 단순히 등록 패키지에 첨부하지 마십시오.
만일 학생이 임시 거주지에 기거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학생은 거주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 패키지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성명
성

이름

미들네임

생년월일

OSIS #

성별

일/월/년

학교

이 학생의 현재 거주형태를 알려 주십시오. 해당사항을 한 군데만 체크하십시오:

학교
기재란

체크 (√)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

ATS 코드

더부살이(Doubled-Up)

D

전에 살던 주택을 잃었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른 가족 또는 타인과 함께 살고 있음
보호시설(Shelter)

S

응급 (emergency shelter) 또는 임시 보호시설 (transitional shelter)

A

위탁가정 배치 대기 중(Awaiting Foster Care Placement)
호텔 또는 모텔(Hotel/Motel)

H

응급 또는 임시 보호시설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며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기타 임시 주거환경(Other Temporary Living Situation)

T

트레일러 파크, 야영지, 차량,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거리 또는 기타 주거지로 부적절한 장소
영주 거주지(Permanent Housing)

P

고정되고 정상적이며, 적절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학생

학교

이 학생이 영구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기재란
보호자 없는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Unaccompanied Youth)

청소년에 해당
되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Guardian)로부터 물리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성명(인쇄체)

학부모/보호자 서명

“Y” 기재

_______________
날짜

본 양식을 작성하여 자녀의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알림: 위에서 제공해 주신 답변은 매키니-벤토법 하에서 자녀분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학생들은
거주지 증빙, 학교 기록, 예방접종 기록, 출생증명서와 같은 통상적인 학교 등록용 증빙서류 미비시에도 학교에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등록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는 반드시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에 연락을 취해 예방접종 기록을 포함한 교육기록을 요청해야 하며,
임시거주지 거주 학생 (STH) 연락담당관(들)은 학생이 기타 구비서류를 취득하거나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매키니-벤토 법에 따라
보호받는 학생들은 또한 무료 통학수단 및 기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규정(Chancellor’s Regulation) A-780을
참고하십시오.
본 양식에는 “매키니-벤토 홈리스 지원법-학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임시 거주지 거주 학생 안내서”라는
1장 분량의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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