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설문지
(영구 주택에 거주 중이 아닐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가구에 두 명의 부모/보호자가 있는 경우, 두 명의 이름을 모두 작성합니다.

부모/보호자 1:      
 성 이름 중간 이름

생년월일:                                

부모/보호자 2:      
 성 이름 중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귀하와 자녀가 거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만 체크)

£  거주지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다른 가족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함  
(일시적  "동거"의  형태로  함께  거주)

£ 보호소에 거주

£ 호텔이나 모텔에 거주

£ 자동차, 공원, 버스, 기차역 또는 캠프장에 거주 

£ 기타 임시 거주지 (기재):  

가족에게 주소지 및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
서류 제공자:

£ 주택 또는 서비스 제공자 

£ 보호소 제공자 (보호소  거주  가족은  반드시  서류  제출)

£ 임시 주거 연락소의 NYC DoE 학생(가족  내에  공립학교  재학  중인  맏이  자녀가  있음)
       *주소지  또는  거주지  증명서가  없다면  페이지  맨  아래의  내용을  읽고  서명하십시오.*

     
 부모/보호자 정자체 성명 부모/보호자 서명

     
 양부모/보호자 정자체 성명 (해당할  경우)  양부모/보호자 서명(해당할  경우)

생년월일:                                
 

본인은  해당  주거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맹세  및/또는  단언합니다.

     
 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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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설문지 작성 요령

주거 형태
다음은 주택 설문지에 열거된 주거 형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구  주택  이란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른  가족  또는  사람과  거주(‘동거’라고도  함):  아동이 주거지 상실, 경제적 어려움, 그와 비슷한 사유로 인해 다른 사람과 
주거지를 공유하는 경우 여기에 체크하십시오.

보호소에  거주:  자녀가 비상 또는 임시 보호소에 거주할 경우 이 칸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에는 가족 보호소, 가정 폭력 
보호소 및 임시 생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호텔이나  모텔에  거주:  자녀가 다른 거주 장소가 없어 호텔 또는 모텔에 거주할 경우 이 칸을 선택하십시오.

자동차, 공원, 버스 , 기차역  또는  캠프장에  거주:  자녀가 자동차, 공원, 버스, 기차역 또는 캠프장에 거주할 경우 이 칸을 
선택하십시오.

기타  임시  거주지:  자녀가 다른 임시 주거지에 거주하고 "고정되고,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해주는" 야간 
거주지가 없는 경우 이 칸을 선택하십시오.

자녀의 임시 주택 거주 사실 판단

자녀가 임시 주택에의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국립 노숙자 교육소(National 
Center for Homeless Education)의 “매키니- 벤토(McKinney-Vento) 법에 따른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자격 결정"을 
참조하십시오(웹사이트: http://center.serve.org/nche/downloads/briefs/det_elig.pdf). 또한 자녀를 임시 거처에 거주 
중(노숙자)이라고 고려해야 할 지 궁금하신 경우, 이에 관한 문의 사항은 800-388-2014번 또는 (www.nysteachs.org) 으로 
뉴욕주 노숙자 학생 기술 교육 지원 센터(New York State Technical and Education Assistance Center for Homeless 
Students, NYS-TEACHS)에 연락해주십시오.

기밀

자녀의 주택 정보는 최대한 기밀로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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