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STUDENT SUPPORT SERVICES 
    223 North Jackson St., Glendale, California  91206-4380                     Child Welfare & Attendance 
    Telephone: 818-241-3111, Ext. 1500 • Fax: 818-242-4213                         Dr. Ilin Magran 

 
 

학생  야간  거주지에  대한  설문지  
 
본 서류는 McKinney-Vento Assistance (미합중국법 42 항 §11431-11435) 법안에 위임된 요구 사항을 다루도록 의도된 
것으로 귀하의 답변은 자녀를 신속히 등록시키는데  필요한 서류들의 결정을 도울 것입니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ID#: _______________ 
 
학생 이름 (이름, 중간 이름 머릿글자, 성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 특수교육:  아니오  예, 지정된 배치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 
 
우편 주소 (거주지와 다를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학생(들)과의 동거인:         부모 중 1 명       부모 중 1 명 및 다른 성인     학부모/후견인이 아닌 성인 
      양 부모              친척                                        성인없이 단독 거주 
 
학생의  주거  환경 (모든 해당란에 체크하시오):  

상기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음  - 현재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주거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경우, 자녀의 학교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출생부터  22세  사이의  모든  형제자매를  기재하시오 .  

이름 생년월일 연령 학년 학교 

     
     
     
     
--------------------------------------------------------------진술서 ------------------------------------------------------------- 
본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른 처벌 하에 앞서 상술한 것이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본인은 교육구가 위에 열거된 거주 정보를 확인할 권리를 보유함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법적 후견인 서명 

Translated by: GUSD, Intercultural office                                                         SSS: Child Welfare &Attendance – 
Korean 10/26/17                                   Student Nighttime Residency Questionnaire 

보호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호소 이름)  
모텔/호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텔/호텔 이름) 
과도기 주택 프로그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프로그램 명칭) 

 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캠프장  
사유지 상에 임대된 트레일러/모터 홈 
싱글 룸 사용(SRO) 건물 –공동 화장실 및/또는 부엌이 있는 개별 룸들로 구성된 다수의 거주자 건물 
주택  손실로  인해  임대된 차고  
재정적  문제로  인한  주택  상실로  임시로  다른 가족의 집 또는 아파트(예 , 실직 , 퇴거  또는  자연  재해) 
주택  손실로  인해  임시로  부모 /후견인이 아닌 성인과 거주 
위탁 배치 대기 중 
사람을 위한 일반 숙박 시설로 설계되었거나 보통 사용되지 않는 기타 장소들  
(설명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인없이 단독 거주(동반자가 없는 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