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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1 
적격성 결정을 위한 질의서

McKinney-Vento 무주택자 지원법 
(MVA)

질의서는 모든  
학생에 대해 일(1)년  

그리고 섹션2의  
상자에 체크한 모든 

학생에 대해 칠(7)년  
동안 파일로  
유지됩니다. 

학생의 성명	 학교

섹션 1: q 학생/부모/법적 보호자가 무주택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 선택으로 친구나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도 포함) 
(섹션 1을 체크한 경우, 아래 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명을 기입하여 양식을 완료하십시오.)

섹션 2: 학생/부모/법적 보호자: (해당되는 상자 q 에 체크하십시오)

q 주택이나 소득의 상실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q 해변, 캠핑장, 공원 또는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음

q 텐트, 자동차, 버스 또는 기타 임시 구조물에서 생활하고 있음

q 가정폭력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음

q 비상 또는 임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음(해당 쉼터에 동그라미로 표시하거나 목록에 없으면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q 카우아이:	Kauai Economic Opportunity: Manaolana, Lihue Court, 기타: 

	 q 하와이:	 Kihei Pua, Beyond Shelter, Na Kahua Hale of Ulu Wini-Kaloko Transitional, 기타: 

	 q 마우이:	 Ka Hale A Ke Ola: Central/Westside, 기타: 

	 q 오아후:	 Family Promise, Institute for Human Services (IHS), Loliana, Ohana Ola O Kahumana, Maili Land, Vancouver 	
	 	 House, Nakolea, Seawinds, Paiolu Kaiaulu (Waianae Civic Center), Weinberg Village Waimanalo, Ulu Ke Kukui, 	
	 	 Ka Ohu Hou O Manoa, Family Assessment Center, 기타: 

q 야간에 머물 수 있는 일정한 장소가 없음

q 비동거 자녀가 있음

	 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명	 인쇄체 이름	 날짜

위의 섹션 2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학생은 음식과 원래 다녔던 학교를 오가는 교통편을 포함한 MVA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직원이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비동거 자녀를 도와 	본 양식의 뒷면 및 나머지 모든 MVA 양식을 작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본 질의서는 McKinney-Vento법(42 U.S.C. 11434a(2))을 시행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McKinney-Vento법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방 및 주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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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  연락처 정보

주소	 시	 전화

비상 연락처:

이름	 관계	 전화	 이메일

이름	 관계	 전화	 이메일

섹션 5:  학생에게 해당되는 사항:

q 무료/할인가격의 음식	 q 원래 학교를 오가는 교통편	 q 기타 

참고:  서비스는 이 학교에 다니는 다른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섹션 6:  부모/법적 보호자
본인은 무주택자 지원 상담사(Homeless Concerns Liaison)가 나에게 연락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명	 전화	 날짜

섹션 7:  학교 전용 기재란
학생 ID 번호  _ _ _ _ _ _ _ _ _ _
학생 등록 분류:

	 q 거주지 학교(학생의 현재 거주지 관내에 있는 학교)

	 q 원래 학교(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 또는 일정한 거주지가 있었을 때 다녔던 마지막 학교)

	 q 관할 지역 예외(GE)

	 q 기타

인쇄체의 학교 행정책임자 이름	 직책

학교 행정책임자의 서명	 날짜

위에 서명함으로써, 학교측 대리인은 부모/법적 보호자가 MVA 정보와 함께 본 양식의 사본을 제출했음을 인정합니다. 

섹션 3:
학교 이름

원래 학교 

학생의 이름	 q 남자	 q 여자

생년월일               /               /               학년

0~5세 자녀를 포함한 형제자매:
	 이름	  나이	 학교	 학년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 또는 일정한 거주지가 있었을 때 자녀가 다녔던 마지막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