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교육 프로그램:
집이 없는 부모 & 학생을 위한 교육의 권리
학교에 다니는 것이 귀하 자녀의 권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집이 없는 가족은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라고 불리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귀 자녀의 교육 접근 권리를
이해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홈리스 상태의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의무 기록 또는 등록 과정에서
학교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가 없더라도 즉시
등록하고, 수업을 듣고, 모든 학교 활동에 참여할
권리.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최선의 이익이 될 경우 원래 학교나 홈리스가

알고 계셨나요?

되기 전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에 계속 다닐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권리.

학교에 다닐 권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경우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있습니다

곳에서 가장 가까운 현지 학교에 다닐 권리.

 필요할 경우 학교를 왕복하는 교통편 지원을 받을 권리.
 교복 착용이 해당 학교의 필수 요건인 경우 교복 지원을 받을 권리.
 의료, 치과, 정신 건강 및 기타 건강 관련 서비스와 같은 기타 지원과 관련하여 현지 홈리스
연락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

홈리스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학교에는 등록과 교육적 결정에 있어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홈리스 상태의 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현지 홈리스 연락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학교 용품, 의료, 치과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지원, 무료 학교 급식 등이 있습니다. 홈리스 연락관은
학교를 왕복하는 교통편 마련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연락관 목록은 OSSE 웹
사이트https://osse.dc.gov/service/homeless-education-program-district-columbia-homeless-liaisonscontact-lis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5세부터 17세까지 자녀가 학교에 등록해 다니게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자
현지법상 요구사항입니다. 자녀 학교의 현지 홈리스 연락관을 파악하거나 자녀를 등록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OSSE에 HEP.OSSE@dc.gov 또는 (202) 654-61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정이나 배치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 선정이나 배치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홈리스 아동 또는 청소년을 그 부모, 보호자 또는 미동반 청소년이
등록하기를 원하는 학교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부모, 보호자 또는 미동반 청소년에게 학교 배치 결정 및 이의 제기 권리에 관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서 학교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가 설명합니다.
 미동반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학교 연락관에게 의뢰하고, 연락관은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분쟁 해결 과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현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HEP.OSSE@dc.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02) 299-2136번으로 팩스를 보내 즉시 OSSE에
의뢰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시면 (202) 654-612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더 자세히 알아보기: 맥킨리-벤토(MKV) 홈리스 지원법은
홈리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연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MKV가 교육 장벽을 없애고 변화하는
교육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홈리스 학생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of 2015, ESSA)의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홈리스의 정의:
MKV는 홈리스 아동을 “고정적이고(영구적이고), 규칙적이며, 충분한
(허용 가능한) 야간 주거지가 없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해당될 수 있는 아동의 예를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상실, 경제적(재정적) 곤경 또는 유사한 이유로 인해 다른 사람과 주택을 공유하고
있거나, 현시점에서 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또는 야영지에서
살고 있거나, 비상 또는 임시 보호소(DC 과도기 주택 포함)에서 살고 있거나, 병원에 유기된
아동 및 청소년;

 자동차, 공원, 사람의 거주용이 아닌 사유지 또는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버스 또는 기차역,
또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위에 명시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홈리스에 해당되는 이주 아동
 위에 명시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홈리스에 해당되며, 부모나 보호자의 물리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동반인이 없는 청소년.

OSSE의 홈리스 교육 프로그램(Homeless Education Program, HEP) 사명: 주 교육감
사무실(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SSE)의 홈리스 교육 프로그램(HEP)의
사명은 모든 홈리스 아동과 청소년이 적절한 무료 공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학교와 보호소,
지역사회에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고, 홈리스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인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홈리스 가족들이 충분히 지원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자금이
투입되도록, OSSE는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에 의거해 교내 학생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합니다. Web:
https://osse.dc.gov/service/homeless-education-program
McKinney-Vento 연방 지침 및 정책에 관한 안내는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Ms. Nicole Lee-Mwandha, 노숙자 교육 국립 조정관
Nicole.Lee-Mwandha@dc.gov 또는 (202) 654-6123
등록, 교통, 교육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Tasheen Stallings, 노숙자 교육 프로그램 분석가
Tasheen.Stallings@dc.gov 또는 (202) 478-5927
McKinney-Vento 보조금 기금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Danielle Rollins, 노숙자 교육 프로그램 분석가
Danielle.Rollins@dc.gov 또는 (202) 741-0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