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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과 보호자님께,

매년 9 월이면 중요한 연례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해 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기 패킷에는 많은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와 학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정보를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은 학교의 모든 재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이 패킷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Remote Learning
Academy(원격 학습 아카데미) 학생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는 이 패킷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인쇄된
패킷을 원하시거나 자녀가 학교 건물로 돌아올 때 필요하신 경우 학교 사무실에서 추가 종이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의료 카드(라임빛 녹색 카드)
 (자녀가 학교 건물로 돌아올 때) 이 패킷의 사본을 받으시면 라임빛 녹색의 Health and Medical

Card(건강 및 의료 카드)가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강 및 의료 카드를 받으시면 검토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작성한 카드를 자녀를 통해 학교로 보내 주십시오. 이 카드는 학교 현장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간호사가 보관할 것입니다.
 이 패킷에는 학생 건강 공문, 예방 접종 요건, 마스크 사용 지침 및 COVID-19 위험 완화 전략을

포함하여 Coordinator of School Health Services(학교 건강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제공하는 추가 학생
건강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
 교육구의 Financial Assistance Program(재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2020 년 8 월 31 일에 귀하의 자격이 만료되었습니다. 매년 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 여러분에게 운동, 악기 및 현장 학습과 같은 기타 비용을 포함한 학교 관련 
비용(학기 중)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중앙 집중식 신청 절차를 제공합니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Free and Reduced School Meal Program(무료 및 할인 급식 프로그램)과
별개입니다. 각 프로그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없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신청서 번역본 포함)는 저희 웹사이트(Students and

Families(학생과 가족) 탭의 https://www.brookline.k12.ma.us/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아침 및 점심 정보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USDA 의 특별 웨이버를 통해 12 월 31 일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Brookline Food Pantry 프로그램인 Brookline Thrives 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http://www.brookline.k12.ma.us/foodservice)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거주 확인 및 주소 변경
주소 변경

 최근에 이사를 했다면 새로운 Brookline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한 편지와 통지가 
지연되지 않고 도착할 수 있도록 귀하의 주소가 교육구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링크를 사용해 주소 변경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http://www.brookline.k12.ma.us/changeofaddress

 귀하의 이사 사실이 저희 기록 상에 마무리 되려면 온라인 양식 외에, 새로운 주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rookline.k12.ma.us/changeofaddress

거주 확인
 Public Schools of Brookline(PSB)에 다니려면 학생이 Town of Brookline 에 거주해야 합니다. 학생의

주 거주지는 학생이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일상 생활, 사회 생활 및 시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가상, 하이브리드, 원격, 대면 등 제공받는 교육의 형태가 PSB 등록
자격을 위한 거주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달 말부터 모든 활동 가족은 Office of Registration and Enrollment(등록 사무실)로부터 거주 진술서
작성을 요청 받게 됩니다. 각 가족은 현재 거주 증명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청을 받은 
후 2 주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가족이 수업일에 Brookline 에 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PSB 에서 퇴교해 새로운 기본 거주 학군에 등록해야 합니다.

종교 휴일 및 문화 행사: 숙제 정책
종교 휴일 및 문화 행사와 관련된 숙제 정책의 개요를 설명하는 연례 서신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교육구 웹사이트:
저희 교육구 웹사이트(http://www.brookline.k12.ma.us)가 새학년 시작을 돕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Reopening Hub(학교 재개 허브)는 시기 적절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2021 학년도도 귀하와 자녀에게 행운을 기원합니다!

교육감 사무실
617.730.2401

Town of Brookline 의 Census Committee(인구 센서스 위원회)에서 아직 2020 US
Census 작성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귀하와 
가족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방 인구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연방 및 주정부 수준의 재정 및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사람을 집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권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0 년 4 월 1 일에 Brookline 에
거주하셨다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제공하시는 정보는 기밀로 보장됩니다. 절차는 빠르고 

쉽지만 응답 마감일은 2020 년 9 월 30 일까지입니다. 인구 조사를 완료하시려면 
https://my2020census.gov/를 방문하시거나 1-844-330-202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The Public Schools of Brookline
학교 건강 서비스
46 Tappan Street

Brookline, Massachusetts 02445
617.713.5127

Tricia Laham, MEd, BSN, RN
학교 건강 서비스  

       코디네이터

2020 년 9 월

가족 여러분,

학교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와 가족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학교, 교직원과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교의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성공은 개인적 책임, 의사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건강 관련 업데이트를 주의해서 읽어 주십시오.

다음 내용은 새학년도 시작에 유용한 정보입니다. 학부모를 위한 파워포인트와 자주 묻는 질문 
시트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학 점검표
학교로 돌아오는 모든 학생은 다음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십시오. 이제 독감 백신이 모든 학생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7 학년과 11 학년이 되는 
학생은 등교를 위해 수막구균 백신을 1 회 접종 받아야 합니다.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요구 사항을 비롯한 학교 예방접종 요구 사항은 대변, 하이브리드, 원격 
학습 모델 등 교육구가 제공하는 교육에 관계 없이 프리스쿨에서 12 학년에 등록하는 모든 
매사추세츠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가족들은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Brookline 공중보건부는 올 가을에 독감 클리닉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대부분의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올 시 격리를 요구하는 매사추세츠 여행 명령을 따르십시오.
Baker 주지사가 8 월 1 일에 발행한 여행 명령에 따라, 대부분의 다른 주 및 해외 여행에서
돌아오는 모든 가족은 14 일 동안 자가 격리하거나 매사추세츠에 도착하기 전 72 시간 내에
실시한 COVID-19 테스트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담당 의사가 서명한 업데이트된 복용 
허가서를 학교 간호사에게 제공하십시오. COVID-19 프로토콜에 따라 네뷸라이저 치료는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담당 의사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페이서가 있는 
정량 흡입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간호사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 약물과 해당 양식을 학교에 가져오기 위한 약속을 
잡으십시오.

음식 알레르기나 계절성 알레르기 등, 자녀에게 필요한 급성이나 만성 의료 치료 또는 
건강 상태의 변동 사항에 대해 학교 간호사에게 알리십시오. 학교 간호사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 의료 정보를 검토할 대면(외부) 또는 가상 약속을 잡으십시오.

자녀의 비상 연락 카드를 업데이트하고 학교 간호사의 연락을 받는 경우 30 분 내로 픽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학생을 학교로 보내려면 확인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 증명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교직원과 학생은 매일 학교에 오기 전에 집에서 
건강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학교에 오지 말고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학교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귀가 조치가 됩니다. 일일 건강 평가를 
가족의 일정에 통합하는 일과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틴을 만드는 작은 단계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체온계를 시리얼 캐비닛이나 커피 포트 근처에 두십시오. 
아침에 건강 평가를 실시하도록 휴대전화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냉장고 문이나 출입구에 
“오늘 아이 체온을 측정했나요? 오늘 Covid 증상에 대해 물어보았나요?” 라는 메모를 
붙이십시오. 매일 건강 평가를 실시하고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는 것은 성공적인 학년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기밀
학교 간호사는 Brookline 보건부 직원과 협력하여 COVID-19 양성 추정 및 확진 사례를 
모니터링합니다. COVID-10 확진 사례가 있는 경우 건물 기반 학교 커뮤니티와 일반적인 알림이 
공유됩니다.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이름이나 식별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COVID-19 증상은
학교 간호사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한 권장 용품:

 작동하는 체온계 가정에 구비
 적어도 한 개는 착용하고 한 개는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일 하루당 적절한 마스크 

공급. 가능하면 마스크에 자녀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도록 자녀의 일름이 적힌 종이 봉지/용기
 리필이 가능한 물병(물병을 채울 수 있는 스테이션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급수대는 폐쇄됩니다)
 자녀가 개인용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손 소독제(필수 아님)

위험 완화 전략
모든 교직원과 preK 에서 12 학년의 모든 학생은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동안 및 마스크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대면 활동 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연령, 의학적 상태,
장애의 영향, 또는 기타 건강 및 안전 관련 고려 사항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아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예외를 위한 자격이 되려면 담당 의사의 서신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런 학생들은 다른 종류의 적합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교실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백업 마스크가 제공됩니다.



적합하지 않은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또는 호흡구가 있는 마스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의료진을 위해 비축해야 함).
 밸브가 있는 마사크는 분비물과 공기의 교환이 발생하므로 금지됩니다.
 기타 부적합한 마스크에는 게이터, 발라블라바, 반다나 등 손으로 자주 만져 오염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들이 포함됩니다.

교직원 및 학생의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
 얼굴 측면에 편안하게 꼭 맞아야 합니다
 코와 입을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끈이나 귀에 거는 고리로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 겹의 구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약 없이 호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상이나 형태 변화 없이 세탁 및 기계 건조가 가능해야 합니다

학교는 가능한 경우 개인 간에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밀접한 신체 접촉은 전반적으로 
제한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도착한 즉시와 수업일 하루 종일 자주 손을 씻거나 소독합니다.

칸막이용 화장식은 수업일 중간 1/3 시점에 한번, 그리고 방과 후에 한번 청소와 소독을 받게
됩니다. 책상 및 일반적인 접촉 지점은 건물을 닫은 후 정전기 건을 뿌려 소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사와 건물 직원이 어린이가 해당 지역에 없을 때 표면을 소독할 수 있는 깨끗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어야 합니까?
 학생이 COVID-19 를 암시하는 증상이 있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
 학생이나 가족 구성원이 학교, 직장 및 현지 보건부에 의해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학생이 COVID-19 를 암시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COVID-19 양성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모두 자택에서 14 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귀하나 자녀가 COVID-19 증상을 보이거나 
COVID-19 에 노출된 경우, 담당 의사 및 학교 간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자녀가 아프거나 격리가 필요할 때 집에 데리고 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 웹사이트에 몇 가지 자료가 제공되며 이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CDC, DESE, 매사추세츠 및 지역 보건국이 계속해서 COVID-19 관련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함에 따라 저희는 최신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www.brookline.k12.ma.us/nurses)에서 건강 관련 문서, 중요한 양식, 학교 간호사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학년도를 진행하면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의 목표는 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문화를 조성하면서 학생, 가족 및 교직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년도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ricia Laham MEd, BSN, RN
학교 건강 서비스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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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학비 보조금 지원서 

학부모/보호자분들께, 

해당 지원서는 다수의 프로그램 보조를 위한 지원서입니다. 해당 지원서는 학기 중 대다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택 견학학습 혹은 프로그램은 

예외이며, 무료/할인된 가격의 점심 식사 지원은 다른 지원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서는 자녀를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신청서가 

아닙니다. 직원, 코치, 교직원 혹은 스태프는 재무 부서에서 발급하는 소득 서신 없이 수수료 혹은 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Brookline 공립 학교 학비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가정 내 모든 구성원들의 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트너, 친척 혹은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포함한 가정 내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모든 소득 명세서를 제공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음 승인 문서 목록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라며, 가정 내 적용되는 모든 서류들을 제출해주세요: 
 

소득세 혹은 BHA 주택 지원: 

1. 2019 년 세금을 신고하신 경우: 저희는 가정 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성인들의 2019 년 IRS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IRS 이외의 다른 

세금 신고서를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10-40 양식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800-908-9946 혹은 https://www.irs.gov/에 

방문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세금 내역 받기” 를 클릭해주신 후 “온라인 세금 신고서 받기” 를 클릭해주세요. 무료로 신고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을 신청하신 후 증명서를 받기까지 5 일에서 10 일 정도 소요됩니다. 

2. Brookline 주택공사 수입 결정/계산 양식 (BHA 주택공사 매니저가 발급한 최신 양식 요청). 해당 문서는 BHA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인 

경우에 필요한 문서입니다. 

 

기타 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최신 데이터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3. 독신 부모인 경우, 저희는 이혼 수당 및 자녀양육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비 문서를 요청하기 위해,  

https://www.mass.gov/orgs/child-support-enforcement-division 를 방문하거나 617-660-1234 으로 문의해주세요);  

4. 사회 보장 혜택 (SSI) 및 장애우 보조 수당; 

5. 실직 보조금 및 퇴직금; 

6. 구직 지원금 서한 및 혜택 (8 월에 발급되거나 부모의 요청에 따라 발급됨); 

7. 가족 지원: 선물, 기부, 가정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전-가족 지원 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기타 가정 지원: 결정 증명서 사본 혹은 지원 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8. 섹션 8 주택 바우처; 

9. 가정 지원 (예: 가족 혹은 친지와 함께 지내거나 임대료가 없는 주택) – 가족 지원 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위탁 아동 은 한 가정에 포함되며, 거주하거나 양육 부모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VISA 로 여행 중인 가족들 – 

o 비 이민 비자 (예시: B, F, H 혹은 J 비자) 해당 가정은 학비 보조금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o 이민 비자 및 지원 증명서 (예 I-864, I-134)와 비자 지원서를 소지한 경우:  해당 가정은 학비 보조금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학비 보조금 결정을 위해 모든 정보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지원서는 학비 보조금 결정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지원 가능 결정이 내려지면, 학부모님께서는 결정 사항을 서신으로 받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서류를 진행하는데 4 주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Brookline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s://www.brookline.k12.ma.us/ 

 

감사합니다. 

Mary Ellen Normen,        전화:  (617) 730-2425   

행정 및 재무부서 부교육감       financialassistance@psbma.org 

 

https://www.irs.gov/
https://www.mass.gov/orgs/child-support-enforcement-division%20를%20방문하거나%20617-660-1234
https://www.brookline.k12.ma.us/
mailto:financialassistance@psb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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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 이름  학부모/보호자 성 연락처 주소 (도로, 타운, 우편주소)  

기타 학부모/보호자 이름  기타 학부모/보호자 성 연락처 주소 (도로, 타운,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아동/자녀 이름 성 2020/2021 학년 2020/2021 학교명 

    

    

    

    

    

 

                                                  가족 구성원(성인 + 아동 수)  

요청 및 필요 문서 

(가족 연간 수입에 적용되는 모든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첨부 시 

체크해주세요 

1. 2019 년 IRS 증명서 https://www.irs.gov/ (10-40 세금 명세서 제외)  

2. Brookline 주택공사 수입 결정/계산 양식. 해당 문서는 BHA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인 경우에 필요한 

문서입니다. 

 

3. 이혼 수당 및 자녀양육비 동의서  

4. 사회 보장 혜택 (SSI) 및 장애우 보조 수당  

5. 실직 보조금 및 퇴직금  

6. 구직 지원금 서한 및 혜택  

7. 가족 지원: 선물, 기부, 가정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전  

8. 섹션 8 주택 바우처  

9. 가정 지원 (예: 가족 혹은 친지와 함께 지내거나 임대료가 없는 주택)  

10. 위탁 아동을 위한 문서  

 

필요 문서가 없이 지원서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서는 스캔 된 후 파기될 것입니다. 제공된 모든 문서는 기밀로 유지되며, 다른 사무실 혹은 부서와 공유되지 않으며, 학생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내 성인은 해당 지원서에 반드시 사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원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모든 수입이 정확하게 입력되었음을 서약 (확인) 합니다. 본인은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연방 지원금을 받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학교 지원이 해당 정보를 인증(확인)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자녀가 혜택을 잃게 되며, 기소될 수 있는 점을 이해합니다.  

 

성명 입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  

 

해당 양식을 이메일로 입력하신 후, 요청 문서를 다음 주소로 발송해주세요: FINANCIALASSISTANCE@PSBMA.ORG 

 

필수 문서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해주세요. 

https://www.irs.gov/


세금 보고서 초본 지침:

옵션 #1A: 온라인 요청 – 초본 보기, 다운로드 및/또는 인쇄
 IRS 웹사이트 https://www.irs.gov/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서 “Get Your Tax Record”(세금 기록 받기)를 클릭합니다.
 “Get Transcript Online”(온라인으로 초본 받기)을 클릭합니다.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명, 이메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세금 

보고 기준, 미국 기반 휴대폰 번호 및 현재 주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중 한 가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신용 카드 또는 
모기지나 홈에쿼티론 또는 주택 담보 신용 대출 또는 자동차 대출.

 “2019 Return Transcript”(2019 년 세금 보고서 초본)를 클릭해 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Account Transcript”(계정 초본)는 
전체 세금 보고서 사본이 아니므로 이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옵션 #1B: 온라인 요청 – 우편으로 초본 받기
 IRS 웹사이트 https://www.irs.gov/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서 “Get Your Tax Record”(세금 기록 받기)를 클릭합니다.
 “Get Transcript Online”(온라인으로 초본 받기)을 클릭합니다.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번호 또는 세금 ID 번호, 생년월일 및 

가장 최근 세금 보고서의 우편 주소.

 성공적으로 확인되면, 세금 신고자는 온라인 요청이 IRS 에 성공적으로 
전송된 후 5~10 일 내에 온라인 요청에 포함된 주소로 서면 IRS 세금 
보고서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요청한 IRS 세금 보고서 초본은 IRS 가 직접 제 3 자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

옵션 #2: 전화 요청
 IRS 에 1-800-908-9946 번으로 전화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자는 안내에 따라 사회보장번호 및 주소의 거리 번지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신고한 세금 
보고서에 기재된 거리 주소의 번지수입니다. 그러나 미국 우체국 
서비스를 통해 주소 변경을 완료한 경우에는 IRS 가 기록에 업데이트된 
주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션 2”를 선택해 IRS 세금 보고서 초본을 요청한 후 “2019”를 
입력합니다.

 성공적으로 확인되면, 세금 신고자는 IRS 가 해당 요청을 받은 후 
5~10 일 내에 전화 요청시 사용한 서면 IRS 세금 보고서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요청한 IRS 세금 보고서 초본은 IRS 가 직접 제 3 자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

유용한 링크:
세금 보고서 초본: https://www.irs.gov/individuals/get-transcript
초본 주문: https://sa.www4.irs.gov/irfof-tra/start.do



아니요

시작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A, B, D, E, F, G, H, I 및 J 비자) 예

Brookline Public Schools
재정 지원 신청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Boston 또는

Brookline 주택국에 거주하십니까?

2019 년 세금을 IRS 에

보고했나요?

예아니요예

Brookline 주택국 수입 확인/계산 

워크시트를 제공해 주십시오. 건물 

관리자에게 이 양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이 유일하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생활 보조금(SSI) 및 

장애 소득; 또는 실업 

수당 및 퇴직 수당; 

또는 전환 지원 서신 및

혜택 증빙 서류를 

제공해 주십시오. 

가구 내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에 

대한 2019 세금 보고서 초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IRS 가 이외의 

곳에서 제공하는 세금 보고 서류는 

받을 받지 않습니다(1040 양식을 

받지 않습니다). 800-908-9946 으로 

전화하거나 https://www.irs.gov/를 

방문하십시오. 홈페이지에서 “Get 

Your Tax Record”를 클릭하십시오. 

“Get Transcript Online”을 

클릭하십시오. 요청하신 후 5~10 일 

내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합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자녀 양육비 서류를 

요청하시려면 

https://www.mass.gov/orgs/child-

support-enforcement-divisionh 을 

방문하시거나 617-660-1234 번으로 

전하하십시오);

2019 년 세금을

세대주/싱글로 IRS 에

보고했나요?

2019 년 세금을 부부

공동으로 IRS 에

보고했나요?

부부 공동으로 보고한 경우. IRS 세금

보고서 초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IRS 가 이외의 곳에서 제공하는 세금

보고 서류는 받을 받지 

않습니다(1040 양식을 받지 

않습니다). 800-908-9946 으로 

전화하거나 https://www.irs.gov/를 

방문하십시오. 홈페이지에서 “Get 

Your Tax Record”를 클릭하십시오. 

“Get Transcript Online”을 

클릭하십시오. 요청하신 후 5~10 일 

내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비이민 비자(A, B, D, E, F, G, H,

I 및 J 비자)는 재정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Public Schools of Brookline
급식 프로그램

새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8 월 31 일, 
USDA 는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아침과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웨이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웨이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귀하의 자녀는 매일 수업일에 건강한 아침 식사과 점심 식사를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에서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이 정책은 대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 또는 하비브리드 조합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원격 학습자의 가족은 교육구 내 지정된 장소 또는 모바일 식사 배달 서비스를 통해 식사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USDA 웨이버를 통해 귀하의 자녀에게 가능한 가장 영향이 풍부하고 식욕을 돋우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식사를 제공할수록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식사의
질, 다양성 및 혁신적인 관행(새로운 조리법, 냉동 가정식 식사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이전에 학교 급식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올해 이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십시오!

 USDA 웨이버 프로그램은 귀하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립니다. 저희가 귀하의 자녀를 위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는 매일 자녀의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계획하고 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두 가지 형태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면 학습

학교에서 대면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식사가 교실로 배달되도록 미리 주문한 

식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미리 주문하려면 학부모가 ordering.linq.com 에서 

계정을 설정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원격 학습

원격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아래 표에 기재된 원격 픽업 장소 중 하나에서 식사(아침과 
점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받기 위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격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가족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픽업하시길 바립니다. 픽업 시간은 일하는 
부모의 편의를 보장하고 원격 학습 일정을 벗어난 시간과 일치하도록 시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하 보호자가 자녀들을 위한 식사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식사 패키지에는 픽업 일정이 
없는 날도 포함하는 아침과 점심으로 구성됩니다. 픽업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전체 목록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메뉴 정보

저희 웹사이트 publicschoolsofbrooklineschoolnutrition.com 에 메뉴와 영양 관련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대화형 메뉴 페이지 및 월간 메뉴는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저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귀하의 자녀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식사 픽업
식사 사이트 위치 픽업 시간 사이트

종류
Site

Brookline High School
115 Greenough Street
(본관 앞)

오후 5:00-6:00
픽업
사이트

Pierce School
50 School Street
(시청 주차장)

오후 5:00-6:00
픽업
사이트

BHA 226 High Street 30 New Terrace Road 오후 3:30-3:45 모바일

BHA 22 High Street 22 High Street 오후 3:50-4:15 모바일

BHA Egmont Street 55R Egmont Street 오후 4:30-4:45 모바일

Baker School 정문-205 Beverly Road 오후 5:00-5:15 모바일

Ridley School Stedman Street 입구 오후 4:50-5:00 모바일

급식 비용 지불
지금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Brookline 의 학생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사는 
무료입니다(학부모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myschoolbucks” 결제 앱을 
사용해 비용을 결제하지 마십시오 . “myschoolbucks” 계정에 반복 결제 옵션이 설정된 경우 
계정에 로그인해 자동 결제 옵션을 해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구는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중이며 2020 년 12 월 31 일에 무료 내셔널 웨이버 후 
새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모든 식사가 무료이기 때문에, 걱정 거리를 하나 
덜어드리기 위해 웨이버 연장 만료 시점이 가까와질 때까지 새 계정 설정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새 가족인 경우, 늦가을에 자녀의 온라인 식사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받게 됩니다.
기존 가족은 모든 계정이 자동으로 새 시스템으로 이전됩니다. 기존 가족의 경우, 학생 계정의 잔액이 새
시스템으로 이전됩니다.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지침과 단계별 지침은 올해 늦은 가을에
제공될 것입니다.

무료 및 할인 급식 신청서

교육구는 계속해서 https://www.lunchapplication.com 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및 할인 급식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또는 요청시 신청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및 

할인 급식 프로그램 자격은 많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학교 급식에 

필요하지 않더라고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료 및 할인 급식 신청서에 대한 질문은 contact tesswashburn@psbma.org 으로 문의하십시오. 서면 

신청서는 요청하시면 제공해드리거나 www.brookline.k12.ma.us/foodservice 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연중 내내 접수되므로 가족의 재정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급식 서비스 디렉터 Sasha Palmer 에게 617-730-2499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sashapalmer@psbma.org 으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하십시오. 



무료 주말 급식 
프로그램

시작

2020 년 10 월 2 일

Brookline Thrives 는 주말 동안 저녀를 위한 추가 급식 옵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족에게 무료 백을 제공합니다. 아무 표시가 없는 
백에는 아침 식사 품목 2 개, 점심 품목 2 개, 우유 2 개, 간식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1 회분으로 제공되면 냉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BEEP, Florida Ruffin Ridley,
Lincoln 및 Pierce 학교의 대면 학생

Thrives 백이 금요일마다 학교 학생들에게 배달됩니다. 학교에서 백을 
받으려면 가족이 등록해야 합니다. Thrives 백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학교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BHS, Baker, Driscoll, Heath, Lawrence 및
Runkle 의 원격 학습 및 대면 학생

Thrives 백은 매주 금요일 대부분의 학교 식사 픽업 사이트 및 시간에 픽업할 
수 있습니다. 원격 픽업 사이트에서 Thrives 백을 픽업하기 위해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가족 내 모든 자녀를 위해 Thrives 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thrives@brooklinefoodpantry.org 로 이메일하십시오





The Public Schools of Brookline
Brookline Town Hall

333 Washington Street, 5th Floor
Brookline, Massachusetts 02445

617.730.2401

V. James Marini, Ph.D.
임시 교육감

2020 년 9 월

가족 여러분께,

종교 및 문화 행사에 대한 연례 목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학생의 부모님과 
보호자는 이 편지와 목록이 익숙할 것입니다. 학군 내로 처음 오신 가족 여러분께서는 이 연례 메시지의 
목적와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아래 정보를 읽어주십시오.

Public Schools of Brookline 의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자 커뮤니티를 대표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축하하는 
것이 우리 교육구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PSB 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은 
Brookline 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 학교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소중히 여길 것을 
요구합니다.

종교적, 문화적 휴일 기간에 숙제를 내주는 것에 대해 종종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음은 학교 위원회의 숙제 정책에 따른 일련의 절차로, 이러한 기간 동안의 숙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학생들에게 종교적, 문화적 휴일 및 기념 행사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저희의 노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20-2021 학년도 동안의 구체적인 공휴일과 날짜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1:
의미: 해당 날짜 또는 기간 동안 학교를 빠지는 교직원과 학생으로 수행 진행 능력에 영향이 
있습니다. “출석률이 낮은 날”로 지정된 특정 카테고리 1 공휴일은 종종 학교 방학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침: 카테고리 1 휴일 전 학교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에서도 숙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학교 방학이 더 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일 후 최소 2 번째 수업일까지는 숙제,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 또는 기타 과제에 대한 마감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실시에도 동일한 정책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2:
의미: 이 휴일은 “출석률이 낮은 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계속 세션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학교 인구의 상당수가 이 휴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침: 카테고리 2 휴일 전 학교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에서도 숙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학교 방학이 더 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일 후 최소 2 번째 수업일까지는 숙제,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 또는 기타 과제에 대한 마감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실시에도 동일한 정책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3:
의미: 이 휴일은 이전 두 카테고리에 비해 더 적은 수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는
계속 세션을 유지합니다.

지침: 이 종류의 휴일로 인해 숙제를 완료할 수 없는 학생은 교사에게 알리면, 교사가 점수를 잃지
않고 과제를 마칠 수 있는 다른 시간을 학생과 함께 조율할 것입니다. 또한 카테고리 3 휴일이 학생이
과제를 마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부모님이 교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된
목록에는 가장 일반적인 카테고리 3 날짜가 포함되어 있지만 가능한 모든 날짜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휴일
앞에서 설명한 종교 및 문화 행사 외에도 추수감사절 휴일 기간에는 숙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휴일 후 최소 2 번째 수업일까지는 숙제,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 또는 기타 과제에 
대한 마감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실시에도 동일한 정책이 적용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모든 상황에서, 교사는 본 지침의 “문자”와 “정신”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휴일 전에 내주는 숙제를 “두 배로 늘리지” 말 것을 요청받습니다.

운동
운동 프로그램은 학생의 교육 경험에서 또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카테고리에 관계 없이 코치는 학생 
운동 선수 및 가족의 종교적, 문화적 요구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에 민감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종교 
의식으로 인해 게임 및/또는 연습에 빠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Brookline High School 은 어떤 카테고리 1 날짜에도 리그 또는 비리그 시합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운동 
디렉터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의무가 아닌 연습이 카테고리 1 날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재적인 방식으로 다양성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학군에서 임시 교육감으로 봉사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im Marini
임시 교육감



The Public Schools of Brookline
종교 및 문화 행사
2020-2021

카테고리 1
나팔절(제 1 일) 2020 년 9 월 19 일 토요일
대속죄일 2020 년 9 월 28 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2020 년 12 월 25 일 금요일
음력 새해 2021 년 2 월 12 일 금요일
성금요일 2021 년 4 월 2 일 금요일
부활절 2021 년 4 월 4 일 일요일

카테고리 2
이드 알 아드하 2020 년 7 월 31 일 금요일
유월절(제 1 일) 2021 년 28 일 일요일
이드 알피트르 2021 년 5 월 13 일 목요일*

카테고리 3**
나팔절(제 2 일) 2020 년 9 월 20 일 일요일
초막절 (2 일) 2020 년 10 월 3 일 토요일

2020 년 10 월 4 일 일요일
등명제 2020 년 11 월 14 일 토요일
하누카 2020 년 12 월 11 일 금요일
동지 2020 년 12 월 21 일 월요일
콴자 2020 년 12 월 26 일 토요일
누루즈 2021 년 3 월 21 일 일요일
유월절(다른 날짜) 2021 년 3 월 29 일 월요일

2021 년 4 월 3 일 토요일
2021 년 4 월 4 일 일요일

성금요일(동방 정교) 2021 년 4 월 30 일 금요일
부활절(동방 정교) 2021 년 5 월 2 일 일요일
오순절 2021 년 5 월 17 일 월요일

2021 년 5 월 18 일 목요일

추수 감사절 휴일 2020 년 11 월 26-27 일 목요일과 금요일

*잠정. 이슬람력의 휴일은 달 관측( lunar sighting) 이후에만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는 휴일이 가까와졌을 때 천문 관측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카테고리 3 날짜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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