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키니-벤토(McKinney-Vento)법이란?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인 맥키니-벤토법은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즉각적인 학교 등록 및 교육 안정을 보장하는
연방법입니다. 맥키니-벤토(McKinney-Vento)법은 노숙 학생을 위한 학구 프로그램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정부에 연방 기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노숙 아동과 청소년이 즉시 학교에 등록하고, 학교를 오가는 교통편을 제공하여 계속 학교에 다니며, 다른
적절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안정된 장소가 없거나 숙제를 할 장소가 없거나 머무를 집을 찾아 다니게 되면, 아동의 학교 학습 및 성공적
학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법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맥키니-벤토법은 노숙을 아동이 학교에 집중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불안정하거나 과도기적인 생활 상황으로 정의하고 이해합니다.
맥키니-벤토법에서 노숙이란?
맥키니-벤토법은 노숙 아동을 "고정되고 정기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밤에 잠을
잘 안정된 장소가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노숙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맥키니벤토법의 자격은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맥키니-벤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

주택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주택을 공유하는 아동 및 청소년

•

대체 숙박 시설이 없어서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또는 캠프장에 사는 아동 및 청소년

•

비상 또는 임시 보호 시설에 사는 아동 및 청소년

•

병원에 버려진 아동 및 청소년

•

야간에 보통 수면을 위한 숙박 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예: 공원 벤치 등)

•

자동차, 공원, 공공 장소, 버려진 건물, 열악한 주택, 버스 정류장 또는 기차역에 사는 아동 및 청소년

•

상기 상황 속에 살면서 계속 이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

맥키니-벤토법은 안정적인 거주 장소가 없는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고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학교의 관행이나
정책을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노숙자 연락 담당자는 노숙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본인과 가족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및 자원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 교직원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업체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들은 신원 보호를 위해 매우 조심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나 질문이 있는 경우 연락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자녀의 학교 친구에게는 노숙 중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맥키니-벤토법에 따른 법적 권리가 있습니까?
예, 맥키니-벤토법에서 노숙 청소년과 아동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즉시 학교에 등록할 권리

•

학생/가족이 영구적 거주를 했을 때 다닌 학교("출신 학교") 또는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

•

출신 학교를 오가는 교통편을 이용할 권리

•

학교에서 무료 점심 식사를 할 권리

•

다른 학생들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 및 기타 서비스에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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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어떤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맥키니-벤토법은 노숙 학생이 출신 학교 또는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출신 학교 – 학생이 영구적 주택에 거주했을 때 다녔던 학교 또는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입니다.

•

지역의 출석 관할 학교 – 학생이 현재 노숙자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 없이 학생을 즉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택은 학생에게 가장 이롭도록 결정됩니다. 맥키니-벤토법은 학부모/보호자의 희망에 반하지 않는 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학생의 출신 학교에 다니는 것이 노숙 학생에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학교가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는 연령,
통학 거리, 개인 안전 문제, 학생의 특수 교육 필요성, 임시 보호 시설에서의 예상 체류 기간 및 남은 학년도 기간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도록 선택된 학교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학구는 학부모, 보호자 또는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에게 학교 배치 결정에 대한 서면 진술서와 이의 신청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구는 분쟁을 연락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연락 담당자는 분쟁 해결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수행합니다. 이의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출석을 요청한 학교에 즉시 등록하고,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적격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사콰학구 맥키니-벤토법 연락 담당자: 학교 상담 교사
이사콰학구 연락 담당자: Stacey Zachau at (425) 837-7158

zachaus@issaquah.wednet.edu

주정부 노숙 교육 프로그램 감독관: Melinda Dyer (360) 725-6505 또는 melinda.dyer@k12.wa.us
각 학구에는 학구 맥키니 벤토법 연락 담당자가 있습니다.
OSPI 사이트의 노숙 교육 연락 담당자 목록-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equity-education/homeless-

education/homeless-education-liaison-contact-list
연락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가용 자원
•

Crisis Connections

https://www.crisisconnections.org/

866-427-4747

•

211

www.211.org

211

•

이사콰 식품 및 의류 은행

https://issaquahfoodbank.org/

425-392-4123

•

노숙자 주택 프로그램

206-263-8965

https://www.kingcounty.gov/depts/community-human-services/housing/services/homeless-housing.aspx
•

Friends of Youth 노숙 청소년 서비스

http://www.friendsofyouth.org/homelessServices.aspx

•

HealthPoint(건강 관리)

http://www.healthpointchc.org/

425-277-1311

•

Hopelink

https://www.hopelink.org/

425-869-6000

이사콰학구 맥키니-벤토법 정보 및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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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답변은 부분적으로 다음 출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The National Center for Homeless Education,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McKinney-Vento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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