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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III 

규정 718-1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거주 정보 양식 

McKinney-Vento법 (모든 학생 성공법, 타이틀 IX, 파트 A에서 재승인)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는 적합한 교육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된 노숙 학생 수에 대한 통계 수집을 법으로 

요구합니다.  

귀하가 규정 711-3, 첨부 I, 학생 정보 평가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시 거처에 거주”로 표기한 경우 McKinney-

Vento법에 따라 교육 서비스 혜택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본 질문지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학생 이름: 생년월일: 학교: 학년: 

학부모: 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양육자 (부모 이외의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전화번호: 

1. 현재 귀하 및/또는 귀하 가족은 다음 상황으로 인해 고정된 적합한 일반 야간 거주지가 없는지요? 해당 칸에 표기합니다. 

 

☐ 임시 보호소 또는 일시적 주거지에 거주 

☐ 기관 이름:  (편지 제공: 예 ☐   아니오 ☐) 

☐ 퇴거, 경제적 어려움, 가정 폭력 또는 가족 노숙을 야기한 다른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 

☐ 퇴거—가능하다면 문서 사본을 첨부 바람 

☐ 가정 폭력 

☐ 기타 (설명):   

☐ 차량, 공원, 야영장, 공공 장소, 버려진 건물 또는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 

☐ 주거지 유실 또는 비슷한 사유로 모텔 또는 호텔에서 일시적 거주  

☐ 모텔/호텔 영수증 또는 등록 카드 사본 

☐ 모텔/호텔 이름 확인:   

☐ 기타:   

☐ 거주지 형태: 

 고정 일반 적합 

 임시방편인지요? 

예☐ 아니오☐ 

매일 저녁 같은 장소에 

머무는지요? 예☐ 아니오☐ 
적절한 난방, 전기 및 수도 시설이 있는지요? 예☐ 

아니오☐ 

 주거할 다른 장소를 찾고 

있는지요? 예☐ 아니오☐ 

현재 장소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지요? 

주거 상황 조건은 어떤지요?  

깨끗함  예☐ 아니오☐    수리가 필요함  예☐ 아니오☐ 

안전함  예☐ 아니오☐     혼잡함  예☐ 아니오☐ 

 지금 장소에 머물 수 없다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요? 

어느 정도 머물 예정인지요? 몇 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요? 

 이전에는 어디서 

거주하였는지요? 

마지막 장소에서 얼마 동안 

거주하였는지요? 

방이 몇 개 있는지요? 

잠자는 장소는 어디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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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III 

규정 718-1 

2 페이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거주 정보 양식 

McKinney-Vento법 (모든 학생 성공법, 타이틀 IX, 파트 A에서 재승인) 
 

 2.   :       .   .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닌 성인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들) (가족의 노숙, 가출 및 학교 선호 이외의 목적). 

☐ 부모 또는 보호자 없이 혼자 거주하는 학생 (가족의 노숙, 가출 및 학교 선호 이외의 목적). 3 페이지에 모든 정상 참작 

상황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 학생은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 McKinney-Vento 연락 담당관 이니셜    

보호자가없는청소년 부모또는보호자의물리적양육이없는상태 해당칸에표기합니다  

 

 

 

1항 또는 2항이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등록 선택을 위해 학교 관계자를 만나기 바랍니다. 

 
3. PWCS 유치원-12학년에 재학 중인 모든 직계 가족 

이름을 기입하기 바랍니다. 돌봐주는 가정의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년
월일 

 

 
학년 

 

 
학교 이름 

    

    

    

    

    

4. 가족 중에 학령 전 아동, 동생 또는 대학에 재학하는 

모든 형제자매를 기입합니다.  

이름                                 중간 이름 성 

 
생년
월일 

 

 
학년 

 

 
학교 이름 

    

    

    

    

    

5.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돌봐주는 가족 이름: 전화번호: 돌봐주는 가족 주소: 이 주소에서 얼마 동안 

머물 예정인지요? 

 

본 서명인은 상단에 제공한 정보에 따라 기입된 학생(들)은 McKinney-Vento법 (모든 학생 성공법, 타이틀 IX, 파트 A에서 

재승인)에서 언급한 “노숙인”의 정의를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학교기관 거주지와 관련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한 모든 사람은 4 등급 경범죄에 해당되며 버지니아주법 § 22.1-5에 따라 

학생이 해당 학교기관에 등록했던 기간 동안의 수업료를 허위 진술로 학생이 등록했던 학교기관에 보상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성함 (정자로 기입)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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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III 

규정 718-1 

3 페이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거주 정보 양식 

McKinney-Vento법 (모든 학생 성공법, 타이틀 IX, 파트 A에서 재승인) 

 

귀하가 현재 노숙인/임시 거처 상황에 처한 사유를 다음 공란에 기입하기 바랍니다. 
 

 

 

 

 

 

 

 

 

다음을 검토한 후 귀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표기하기 바랍니다. 

☐ 나는 “권리 및 의무” (규정 718-1, 첨부 IV) 사본을 작성 및 서명하고 받았습니다. 

☐ 나는 나의 자녀가 McKinney-Vento 지침 하의 자격 여부 결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무상 급식 프로그램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나의 자녀에게 학용품을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으로 인해 나의 자녀는 적합한 학교 의복 또는 외투가 필요합니다. 

☐ 나는 이용 가능한 자원 및 추가 정보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사로부터 연락받기 원합니다.  

☐ 우리는 나의 자녀가 현재 출석하는 학군 밖에 머물고 있지만 기존 학교에 계속 재학하기 원합니다.  

☐ 나는 교통편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PWCS 교통편 동의서” (규정 718-1, 첨부 V) 사본을 작성 및 서명하고 

받았습니다. 나는 해당 절차가 근무일로 3-5일이 소용됨을 이해합니다. 
 

FOR SCHOOL USE ONLY 

 
Not provided at Enrollment 

☐ School Records ☐ Birth Certificate ☐ Proof of Immunizations** 

☐ Proof of Residency ☐ Results of Recent 

Physical Exam (K- 

5)** 

**Must be provided within 30 

days of enrollment. Consult 

with school nurse if needed. 

Student Number:  Date entered in SMS: 

SY  /  ☐ ELIGIBLE ☐ INELIGIBLE ☐ PENDING 

 

Determination of eligibility/ineligibility: 
 

 

 

 

 

 

 

 
 

 

 

FOR SCHOOL USE ONLY 

Date Office of Student Services 

Received Attachment III: 

Reviewed by McKinney-Vento Liaison: 

 

 
(Signatur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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