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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키니 벤토법(McKinney-Vento Act)의해 집 없는 
학생은 다음을 포함하는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 학교에 즉각 등록할 권리 
• 학생이 자신이 원래 다녔던 학교와 현재 가족의 

거주지 해당 학교 중에서 원하는 학교에 출석할 
권리. 

• 운송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리고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통한 급식 서비스를 포함해 이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부모가 요청할 경우와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로 교통편을 
제공받을 권리. 

• 집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러한 사정의 
아이들을 위해 별도로 분리된 학교나 프로그램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 권리. 

• 집없는 아동과 청소년이 교직원에 의해 낙인 
찍히지 않을 권리. 

• 지역 학교가 집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학부모/후견인 또는 성인이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이 요청한 원래 자신이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보낼 경우 이에 대해 항의할 권리.  

 
학기 중에 제가 만일 집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카운셀러나 집 없는 아동 및 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Homeless Children and Youth Social 
Worker)와의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이 분들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연락하면 될까요?  

자녀 학교 소속의 집 없는 아동 및 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귀넷 카운티 학교 노숙 학생 담당관(Homeless 
Liaison)  
 
Dr. Kim M. Smith           678.301.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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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자녀가 매일 제시간에 학교에 출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출석 면제가 사유로 인정되는 
결석을 할 경우 교사에게 메모를 보내시거나 의사 
진료 증명 서류를 보내십시오. 

• 폴더나 가방에 자녀의 중요한 모든 기록들(성적 
및 경과 보고서, 예방 접종 기록, 출생 증명서, 
IEP, 기타)을 보관하십시오. 학교의 학부모/교사 
면담, 회의,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참석 못하실 
경우는 자녀의 교사에게 알리시고 다시 약속을 
잡도록 하십시오.  

•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교직원에게 알리십시오.  
교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 자원 

 
의뢰 상담 전화 서비스:770-995-3339 
 
제공하는 서비스:  아래 기관에서 렌트비, 비상 
거주지, 전기.가스.수도 요금, 의복 및 음식 등과 
관련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해당 기관에 전화하십시오.   
 
Duluth Cooperative Ministry 770-623-9563 
Lawrenceville Coop. Ministry 770-339-7887 
Lilburn Cooperative Ministry 770-931-8333 
Norcross Cooperative Ministry 770-263-8268 
North Gwinnett Ministry                770-271-9793 
Southeast Ministry  770-985-5229 
St. Vincent de Paul  770-458-9607 
Bread of Life (음식)  770-513-0492 
 
임펙트(Impact):   렌트와 임시 거주지에 관한 도움:   

               678-291-0305 
 

보건국:                                    770-638-5700 
 
가족 및 아동 복지 사업부(Department of Family & 
Children’s Services) 
Food Stamps, Medicaid, Peachcare, TANF 
Lawrenceville 사무소    678-518-5500 
Buford 사무소   770- 614-2500 
Norcross 사무소   770- 638-5790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집 없는 아동과 청소년 
교육 

 
 

학부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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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키니 벤토법(McKinney-Vento Act)은 무엇입니까?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의해 
1987년에 통과되고 2002년에 재승인된 법으로 집 
없는 아동의 학교 출석과 성공적인 학교 생활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법은 노숙자(집 없는 사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McKinney-Vento 에 의한 정의) 
“노숙자” - 고정된, 일정한, 그리고 적합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사람. 노숙자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주택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타인의 거주지에 머무는 경우.  
• 적합한 다른 숙박할 곳이 없어 모텔, 호텔, 주택 

차량용 주차장(trailer parks), 캠핑장 등에 사는 
경우. 

• 비상 은신처나 과도기 은신처에 거주하는 경우 
• 병원에 버려진 경우 
• 양자(foster care) 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 자동차, 공원, 버려진 건물, 버스나 기차역, 기타 

장소 또는 사람의 숙박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장소에서 사는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는 떠돌아다니는 어린이. 
 
 
 
 
 
 
 
 
 
 
 
 
 
 
 
 
 
 
 
 

등록에 관한 분쟁 
 
학교 선택이나 학교 등록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 아동이나 청소년은 분쟁 진행 중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교에 즉시 입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집 없는 학생의 등록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 교장에게 해결을 위해 문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학교 선택이나 등록과 관련된 학교측의 결정에 
관한 서면 설명서를 아동이나 청소년의 
부모/후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위의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분쟁을 
노숙자 담당관(homeless liaison)에게 가져가며 
담당관은 분쟁의 통지를 받은 후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그 분쟁 해결 과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성인이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에 관한 경우는 담당 
노숙자 담당관은 그 청소년이 즉시 분쟁이 타결 
중인 학교에 입학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 없는 학생의 부모/후견인이 학생이 집 없는 상태가 
되기 전 다니던(원학교) 학교에 학생을 등록하도록 
요청할 경우, 그 학생은 즉시 해당 학교에 등록이 될 
것입니다.  부모/후견인은 원학교 등록 요청 서식을 
작성하여 지역 학교 등록 결정을 위해 노숙자 
담당관에게 보냅니다.  결정은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내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이 노숙자 연락관에 의해 거부될 경우, 학생의 
부모/후견인은 다음 과정을 밟아 그 결정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부모/후견인은 반드시 원학교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노숙자 
담당관과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학사 지원 수석 
책임자(GCPS Executive Director of Academic 
Support) 모두에게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5일 
안에 서면으로 항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관의 
등록에 관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서면 해결 요청서는 반드시 등록하는 
학교에 원래 제시되었던 것과 일치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2단계 –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학사 지원 수석 
책임자는 집 없는 학생의 등록에 관한 교육청 측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며 해당 학생의 
부모/후견인에게 서면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3단계 – 부모/후견인이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학사 

지원 수석 책임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해 조지아 교육부(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반드시 즉시 항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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