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음과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주거가 불특정한 경우
• 주소지가 임시인 경우
• 고정된 실제 주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거주지에 사는 경우 연방 
McKinney-Vento 법과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거 귀 학생의 학교 등록이 
보장됩니다.
• 주택 상실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 가족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아파트

• 가출했거나 동반성인이 없는
청소년으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 표준이하의 주택 (전기, 수도, 난방
시설 부재)

• 보호소 (가족, 가정폭력 또는 청소년
보호소 또는 임시 거주 프로그램)

• 모텔, 호텔 또는 매주 임차료 납부
주거지

• 버려진 건물, 차량, 캠프그라운드
또는 거리

다음과 같이 통상적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바로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증빙
• 예방주사 기록 또는 기타 필요한

건강 기록
• 학교 기록
• 법적 보호 서류

귀 자녀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할 수 있는 모든 학교 활동

및 프로그램에 완전한 참여
• 요청 시 거주지 학교 통학 교통편

이용
• 학교 등교 지역으로부터 이사한

경우에도 마지막에 등록한 학교에
계속 등교

• 학교 영양 프로그램 수여 자격 자동
부여

귀하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정시에 등교하여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학교 규칙, 규정 및 활동에 대한

정보 얻기
• 홈리스 연락 사무소에 연락하여

자녀의 교육에 장애가 되는 요소
제거 지원 요청

• 학부모/교사 회의, 백-투-스쿨
나이트 및 기타 학교 관련 활동에
참석

학교 등록이나 학교 등록 지원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귀하의 지역 학군 홈리스 연락사무소
Marni Parsons
Sr. Vice President, Student and Family Services 
Bright Star Schools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실제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ace, Los 
Angeles, CA 90057
전화 (323) 954-9957 ext 1004
이메일 mparsons@brightstarschools.org

• 귀하 카운티의 홈리스 연락 사무소 • 귀하의 홈리스 주 코디네이터
Leanne Wheeler
주 코디네이터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430 N Street, Suite 6408
Sacramento, CA 95814
전화:  1-866-856-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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