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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아이들과 청소년도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맥키니 벤토 법)

무주택 학생이
란 누구입니까?

고정된 주소가 없는 아이를 말합니다. 이 아동은 피난처, 임시 수용소, 모텔, 차,
캠프장 또는 길거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구 주택의 소실로 인해 집이 없는 아이들은 일시적으
로 친척 및 또는 친구들과 또는 임시 거처에서 살지도 모릅니다. 긴급 피난처의 Foster youth 및/또
는 awaiting foster care placement 또한 집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주택 학생이 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아이는 가족이 영구 주택을 잃기 전에 다니
다닐 수 있는 학 던 학교를 계속해서 다니거나 가족의 임시 주소를 담당하는 홈스쿨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는 어디입니 이 무주택 상태인 동안 또는 학년중에 영구 주택이 생길 경우에는 그 학년을 마칠 때까지 선택한
학교에 머물 수 있습니다.
까?
통학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예.

통학 서비스를 받으려면 학교에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을 작성하신 후 통학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임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영구 주택이 생길 경우 통학 서비스 합의가 변
경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증명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학교는 거주지 증명서의 유무에 상관없이 즉시 무주택 학생을 입학시켜야 합니다.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
까?
수업료가 면제
될 수 있습니
까?

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기록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음식, 의류, 의료기관 연계, 가정 교사 서비스 및 방과후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수업료를 낼 형편이 안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세요.
해당 양식을 작성하신 후 수업료 면제를 요청하십시오.

부모는 아이의 교육과 관련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입학,
통학 서비스, 수업료 지원 또는 면제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 학교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의 제기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라는
사실을 학교의
담당자에게 알 예.
려줘야 합니까?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예. 학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세요.
있습니까?
Homeless Education Coordinator

자세한 내용은 410-266-3348 으로 전화하거나

410-222-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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