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가정을 위한 정보
귀넷 헬프라인:

770-995-3339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뷰포드 주택 사업부
(Buford Housing Authority)
(Lawrenceville Housing Authority)

조지아 공공 사업부
(Georgia Dept. of Community Affairs)

지역사회 기관들: 렌트비, 비상시 거주 공간,
공과금, 의복과 음식에 대한 제한적 지원을 합니다.

770-945-5212

로렌스빌 주택 사업부
770-963-4900
404-327-7912/
404-679-4940

홈리스 아동및
청소년 교육

www.dca.ga.gov
홈리스 청소년 지원
Positive Impact/Safe Place

404-513-9138

학부모/보호자 안내서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협동(Co-op) 사업
Duluth
Lawrenceville
Lilburn
Norcross
North Gwinnett
Southeast

770-623-9563
770-339-7887
770-931-8333
770-263-8268
770-271-9793
770-985-5229

Partnership Against
Domestic Violence

St. Vincent de Paul

Good Samaritan Health Clinic

877-406-6048

770-458-9607

Four Corners Primary Care

770-806-2928

Good Samaritan Clinic
Hebron Community Clinic

678-280-6630
770-277-4675

주택 자원:
단기, 장기, 응급 주택지원.

770-963-9799

의료 자원:
Buford Health Center
Lawrenceville Health Center
Norcross Health Center
Lilburn WIC Clinic

귀넷 카운티 가족 및 아동

HOPE Atlanta

404-817-7070

Action Ministries

404-881-1991

Family Promise of Gwinnett

678-786-1359

Rainbow Village

770-497-1888

Salvation Army Home
Sweet Home Program

770-724-1661

770- 614-2401
770-339-4283
770-638-5700
678-924-1546

서비스(DFCS) 부서:
678-518-5500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어린이용 피치케어및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위한 임시 지원금 (TANF).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홈리스 아동 담당자
678-301-6882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437 Old Peachtree Road, NW
Suwanee, GA 30024-2978
678-301-6000

조지아 교육부 홈리스
아동 교육 프로그램 상담자

Home of Hope at
Gwinnett Children’s Shelter

678-546-8770

Project Community
Connections, Inc.

404-215-9991

Erica Glenn
404-295-4705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가 위에 열거된 어느 단체를
지지하는것은 아니며 본 목록은 단지 정보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학부모/
보호자/학생의 부담입니다. 본 목록이 귀넷 카운티나 메트로
아틀랜타 지역의 모든 단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자원은 다른 정보 출처를 통해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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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들
메키니 벤토(McKinney-Vento) 홈리스
지원법이란 무엇입니까?
멕키니 벤토법이란 1987년에 통과되고 2015년에
모든 아동의 성공을 위한 법(Every Child Succeeds
Act, ESSA)에 따라 재승인된 법입니다. 멕키니
벤토법은 홈리스 아동들과 보호자가 없는 홈리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법적으로 홈리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고정된, 일정한, 그리고 적합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사람을 “홈리스”라고 합니다. 홈리스의 정의에는
쉘터, 모텔, 캠핑장, 자동차, 버려진 건물, 또는 기타
적합치 않은 곳에서 사는것이 포함됩니다. 법률은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집 화재, 자연재해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 집을 잃었거나 집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친척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 함께 사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Transportation Request)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홈리스 상태일 경우 학교

요청서가 실행 가능하고, 학생에게 최선으로 여겨질

관계자가 자녀를 다르게 대할까요?

경우, 통학편 제공을 승인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홈리스 학생들과 보호자가 없는 홈리스
청소년들은 학교 관계자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습니다.

통학편(스쿨 버스) 제공이 시작되는데는 10일
(수업일로) 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운송국에서 통학편 제공이 시작되기 전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학교버스를 통한 통학이

만약 학기중 나와 내 아이가 홈리스

시작되기를 기다리시는 동안 임시로 자녀를 학교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학시키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주유 카드(gas

아이의 담당 카운셀러나 학교의 사회복지사와의

card)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학생 거주지 질문서(Student

본인이 학교측의 등록이나 통학편 제공 결정에

Residency Questionnaire, SRQ)를 작성하시도록 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의 제기서를

것입니다.

제출하나요?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1단계: 학부모/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귀넷 카운티 홈리스 담당자(Homeless Liaison) 또는

원적지 학교 등록 거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사회복지사(Social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홈리스

Worker)에게 연락하십시오.

담당자와 귀넷 공립학교 학습지원국 국장(GCPS

가족이 홈리스가 된 경우 자녀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그 학군을

Executive Director of Academic Support) 둘 다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본 등록에 관한 결정을

멕키니 벤토법에 의거한 자녀의 권리는

떠나야만 하나요?

무엇입니까?

만약 홈리스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서상의 정보는 처음에 등록할 당시에 등록하려는

학생이 법에 의해 홈리스로 간주될 경우 건강 기록과

없는 홈리스 청소년이 홈리스 상태가 되기 전 가장

학교에 제출되었던 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전 학교 기록이 없이도 즉시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최근에 다닌 학교(원적지 학교)에 계속 다니도록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원래 다니던(가장 최근에)

요청하는 경우에 그것이 아이에게 최선이고, 입학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 제기를 위한 서면

2단계: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학습지원국 국장이
등록에 대한 교육구측의 최종 결정을 내리고

학교 또는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가능하다면, 학생은 계속해서 해당 학교에

통학 구역내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 원적지 학교 재학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학생에게 최선일 경우,

요청이 홈리스 담당자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

3단계: 만약 학부모/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원래 다니던(원적지 학교) 학교로의 통학

학부모/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거부 이유가

홈리스 청소년이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학습지원국

교통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될 것입니다. 학부모/보호자는 그러한

국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에게는 또한 통학 교통편, 교육 서비스,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즉시 조지아 교육부에 최종 결정을 요청하는

추가 서비스, 특별 과외 활동, 학교 급식

자녀가 어떻게 원래 다니던 학교(원적지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조지아 교육부의 홈리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무료 급식등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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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의 통학 편을 제공 받을수 있나요?
지금 원적지 학교의 통학 구역 밖에 살고 계시다면

프로그램 상담사인 에리카 Erica Glenn에게 404295-4705 로 전화 하십시오.

자녀의 학교에서 HEP 운송 요청서(HEP

Current July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