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께 드리는 정보

가족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생활하는 학령기 어린이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소

자동차, 공원, 해변 또는 폐건물

주택 손실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타인과의 동거
야간에 머무를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부재

귀하의 학령기 자녀에게는 연방 맥키니-벤토 노숙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에 따라 특정 권리와 보호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에게 부여되는 권리:
•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

•

학교 측이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동안 학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들을 권리.

•
•

•
•

일반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일지라도 즉시 학교에 등록할
권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등록하거나 혹은 귀하의 선호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원래 다니던 학교(영구 주거지가 있을 당시 다니던 학교 또는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계속해서 다닐 권리. (만약 해당 학교에서 귀하 자녀를 위해 다른
학교 배정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나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 측은
서면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귀하는 그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하는 경우 원래 학교 등하교를 위해 교통편을 제공받을 권리.
다른 재학생 모두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본 자료는 다음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광둥어, 추크어, 하와이어, 일로카노어, 일본어, 한국어, 만다린어, 마셜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타칼로그어,
통가어, 비사얀어 및 베트남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해당 지역의 노숙문제 연락 담당자
(Homeless Concerns HCL)에게 문의하십시오.

OAHU: 808-305-9869
MAUI EAST: 808-871-5644/808-283-3910

HAWAII HILO: 808-345-1366
MAUI WEST: 808-283-2725

HAWAII KONA: 808-430-8416
KAUAI: 808-652-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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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는 광둥어, 추크어, 하와이어, 일로카노어, 일본어, 한국어, 만다린어, 마셜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타칼로그어,
통가어, 비사얀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번역된 안내서 사본을 원하시면 소속 학교, 노숙문제 연락 담당자(Homeless Concerns Liaisons) 또는 주노숙문제사무소(State Homeless Concerns Office)로 연락하십시오.

맥키니-벤토 노숙 지원법(McKinney-Vento Act)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노숙문제 연락 담당자
Oahu...................................808-305-9869
Hawaii (Hilo).......................808-345-1366
Maui, East..........................808-871-5644
Hawaii (Kona).....................808-430-8416
808-283-3910
Kauai................................. 808-652-0272
Maui, West..........................808-283-2725
주노숙문제사무소(State Homeless Concerns Office): 808-305-9869 •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1-866-927-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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