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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terfaithwa.org
노숙자 교육을 위한 센터
nche.ed.gov
WA 211
win211.org
머틸티오 학군
mukilteoschools.org

머킬티오 학군
베스 지, 벤더빈

학생 서비스및 운동부 담당자
9401 Sharon Drive
Everett, WA 98204
425-356-1260
vanderveenbc@mukilteo.wednet.edu

공립 교육감 사무소 (OSPI)
멜린더 다이어
노숙 아동및 청소년 프로그램 담당자

구 주청사 건물;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
360-725-6050
머킬티오 학군은 어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도 성적 , 인
종 , 종교 . 유색 , 국적 , 나이 , 재향이나 군별 , 성전환 , 성적 표
현이나 신분 . 장애나 휸련견 사용이나 장애인 보조동물 등
으로 인해 차별하지 않으며 , 소년단이나 다른 지정된 청소
년 단체에 균등한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종
업원은 가정된 차별행위의 질문과 불평을 다루게 됩니다 :
시민 평등권 담당자와 타이틀 포담당자 브루스 호버트
(425-356-1244), dizonds@mukilteo.wednet.edu, 제504절 담당
자 리자 피치 (425-356-1277),
pitschla@mukilteo.wednet.edu, 그리고 ADA/Access 담당자
케런 무시커 (425-356-1330),
moosekerkw@mukilteo.wednet.edu. 주소: 9401 Sharon Drive
in Everett, WA. 스노아일 기술학교의 ADA/엑세스 문제에
관 한 질문은 웨스 알렌에게 하시면 됩니다 (425-348-2220)
allenwr@mukilteo.wednet.edu. Address: 9001 Airport Road in
Everett, WA 98204

노숙을 체험중인
아동과 청소년 돕기
메키니벤토법은 학교에서 등록, 출석이
나 성공하는데 노숙 아동과 청소년이 당
면한 도전을 다루게끔 되어있습니다. 메
키니벤토 법하에, 학교측은 각 노숙 아
동과 청소년이, 딴 아이와 청소년들 처
럼, 똑같이 균등한 무료이며, 적합한 공
립 프리스클 교육을 포함한 공립교육을
받을 수있음을 확실시합니다. 노숙 아동
과 청소년은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
도록 되어있는데, 그들이 워싱톤주 모든
학생에게 주어진 주 성적 수준과 같은
도전을 받을 수있어야 합니다. 학교측에
서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숙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인지 발견, 등록,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가가가가
메케니-밴토 법은 노숙아동을 “정해진, 정
규적이고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개인
들”이라 정의합니다. 이 법은 이 정의아래
해당되는 아동의 일례를 제공해 줍니다:

• 주거지 손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비슷
•
•
•
•

•
•

한 이유로 인해 거주지애 동거하는 아동
들과 청소년들
대체적 편의의 부족으로 인해 모텔, 호
텔, 트레일러팍이나 캠프 그라운드에 사
는 아동들과 청소년들
응급내지 과도기적 피난처에 사는 아동
과 청소년
병원에 버려진 아동과 청소년
주된 야건 주거지가 원래 정규 취침 편의
로 쓸수 없는데 사는 아동과 청소년들
(예. 공원 벤취, 등.)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수
준이하의 집, 버스나 역전
위의 형편에서 살면서 옮겨 다니는 아동
이나 청소년들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 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
•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
•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 가가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 가가가가, 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 가가가1A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
•
•
•
•
•
•

교직원에게 귀하의 아이가 노숙자임을 알릴 것.
만일 귀하께서 아동을 딴 학교에서 편입하시면, 새로운 학교로 즉각 등록 시킬 것.
필요에 따라, 학교애서 차편을 요청할 것.
귀하의 자녀가 매일 학교 출석할 것을 확인 할 것.
귀하의 아동의 교사에게 아이의 공부에 도움이 될만한 것은 꼭 알릴 것.
필요에 따라, 추가 서비스와 정보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학군 담당자에게 알릴 것.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확보하는 데 대해 책임자에게 문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