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보호자분들께, 

2021년 유니버설 썸머 프로그램 등록이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니버설 썸머 프로그램(USP)은, 브루클라인 퍼블릭 스쿨에서 2021년 9월에 1- 8학년에 입학하는 재학생에게, 사회성과 

학업의 충실을 서포트하는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한 학습에 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학생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습 체험을 쌍방향으로 즐겁고 활기차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팀은, 2주간의 각 세션으로 

1개의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임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1년 7월 6~16일과 7월 19~30일 월~금요일에 진행되는 2주 세션으로 

대면식으로 진행됩니다. 클래스는 오전 8시 45분부터 오전 11시 45분까지 플로리다 러핀 리들리 스쿨(Florida Ruffin Ridley 
School)에서 진행됩니다.

세션 1(7월 6~16일), 세션 2(7월 19~30일), 또는 두 세션(7월 6~30일)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션 1: 2021년7월 6-16일

세션 2: 2021년 7월 19-30일

세션 1&2: 2021년 7월  6 -30일

이 프로그램은, 참가하는 학생 모두에게 무료입니다! 

각 반은 최대 15명의 학생으로 구성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아침과 점심이 제공됩니다. 아침 식사는 오전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점심은 오전 11시 45분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오전중의 아카데믹 프로그램뿐 아니라, 오후에는 유료 엔리치먼트 클래스의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오후의 

프로그램은 브루클라인 어덜트 커뮤니티 에듀케이션이 주최합니다. 오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교육의 일환으로 ESY(Extended School Year)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일시가 

중복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SY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은 스킬을 유지하기 위해 ESY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USP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가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USP에 참여하기 위해 ESY에 참여하지 못하면 

대체 서비스는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USP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1년 5월 17일까지 전자판 USP 등록 양식에 기입해 주십시오.

2021년 유니버설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universalsummerprogram@psbma.org 로 

문의해 주시거나 이쪽을 클릭해 자주 있는 질문(FAQ)을 참조하십시오.



유니버설 여름 프로그램 팀(Universal Summer Program Team)     



브루크라인 공립 학교

유니버셜 여름 프로그램

2021년 여름 

자주 묻는 질문들 (FAQs)

1. 유니버설 서머 프로그램(USP)은 모든 학생이 대상입니까? 

     브루클라인 공립학교에 재적하며 2021년 9월 1~8학년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유니버설 서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USP 세션 중 일부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USP에서는 공동 작업 및 프로젝트 기반 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 세션을 2주 동안 

수강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세션 1: 7월 6~16일, 세션 2: 7월 19~30일 또는 세션 1과 2 모두 :7월 6일~30일 중 하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3. 이 프로그램에는 원격수업 옵션이 있나요? 

아니요. 이 프로그램은, 플로리다 라핀 리들리 스쿨(Florida Ruffin Ridley School)에서 대면으로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4. 모든 학생의 아침과 점심은 무료입니까?

     네

5. 드롭오프와 픽업은 몇 시입니까? 

     드롭오프: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원하는 학생은  8시 15분에 드롭오프 합니다. 학교에서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의 경우 드롭 

오프는  8시 35분입니다. 프로그램의 정식 시작 시간은  8시 45분입니다.

픽업: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싶은 학생은 12:30분에 픽업합니다. 점심을 집에 가져가고 싶은 학생 또는 점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11시 45분에 데리러 옵니다.

6. 교통편이 제공되나요? 

보스턴에 거주하며 브룩클린의 METCO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통수단이 제공될 것입니다.

7. 유니버설 서머 프로그램 이후에 오후에 아이를 위한 다른 활동이 있나요? 



네. USP패밀리 여러분에게는 브루클라인 어덜트 커뮤니티 에듀케이션이 운영하는 인리치먼트 오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로리다 라핀 리들리 스쿨(Florida Ruffin Ridley School)에서 이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합니다. USP의 스탭은 학생들을 오후의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이 오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알려드리겠습니다.

8. 자녀가 ESY, 프로젝트 디스커버리, 스타 아카데미에도 초대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 지원 교육의 일환으로서 ESY(Extended School Year)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은 USP의 일시가 중복 

되는 것에 주의해 주세요. ESY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은 스킬을 유지하기 위해 ESY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만 USP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는 가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USP에 참가했기 때문에 

ESY에 참석 못하는 경우의 대체 서비스는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프로젝트 디스커버리에 초대된 학생들은 USP의 날짜가 중복되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가족은 프로젝트 

디스커버리와 USP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 아카데미 첫 주와 두 번째 주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USP 세션2와 일정이 겹칩니다. 스타 아카데미 3주차, 4주차, 

5주차에 참여하는 학생은 USP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USP와 스타 아카데미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USP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룹 프로젝트 형식으로 인해, 등록한 2주분 모든 세션에 참여해야 합니다.



PSB 유니버설 여름 프로그램 등록 양식 
브루크라인 유니버설 썸머 프로그램(USP)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버설 서머 프로그램은 

브루크라인 퍼블릭 스쿨에서 2021년 9월에 1- 8학년에 입학하는 재학생에게 사회성과 학업의 충실을 

서포트하는 프로젝트 베이스의 학습에 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학생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습 체험을 쌍방향으로 즐겁고 활기차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팀들은 

2주간의 각 세션으로 1개의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임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1년 7월 6~16일과 7월 

19~30일 월~금요일에 진행되는 2주 세션으로 대면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은 플로리다 라핀 리들리 스쿨 

(Florida Ruffin Ridley School)에서 오전 8시 45분부터 오전 11시 45분까지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세션1(7월 6~16일), 세션2(7월 19~30일), 또는 양쪽 세션(7월 6~30일)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이 등록 양식의 해당 항목 모두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명의 자녀를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려면 이 양식의 끝에 있는 '다른 답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USP에 등록하는 

자녀분 한 명, 한 명에게 별도의 등록 양식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여름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입 필수 항목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의 이름(Legal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가 좋아하는 호칭(Child's Preferred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의 성( Legal La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자녀의 학년*

 킨더가든(Kindergarten)

 1학년

 2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7 학년 

 기타 

자녀의 학교*

 베이커(Baker)

 드리스콜(Driscoll)

 히쓰(Heath)

 로렌스(Lawrence)

 링컨(Lincoln)

 피어스(Pierce)

 라핀 리들리(Ruffin Ridley)

 런클(Runkle)

유니버설 여름 프로그램 세션

USP(유니버설 여름 프로그램)는 커뮤니티 형성 및 사회성과 정서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수행합니다. 각 2주 동안의 세션에서 학생 팀이 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주 

동안 두 번의 세션을 수행하고 대면으로 실행됩니다. 세션 1은 7월 6일부터 16일까지이며 세션 2는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 5일, 8시 45분부터 11시 45분까지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2주 동안의 세션 중 하나에 

참여할지, 4주 모두 참여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은 자녀가 참여하고 싶은 세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참여를 희망하는 세션을 기입해 주세요. 해당되는 것 모두 체크해 주세요.*

 세션 1: July 6-16

 세션 2: July 19-30



긴급 의료 정보 

긴급 연락처*

프로그램 중에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어느 쪽에 연락해야 하는지, 비상 사태 발생시 연락처를 두 개 

채우십시오. 이름, 성, 전화 번호, 이메일 및 학생과의 관계를 써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료 정보 

귀하의 자녀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모든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오

자녀가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아래에 설명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자녀는 프로그램 기간 중 투여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약(흡입기, 인슐린, 에피펜)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

 네

 아니오

자녀가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에 설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건강 기록 

자녀가 학습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문제가 있는지 

표시하십시오.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세요. *

 청각/귀의 문제

 기관지 천식 

 출혈성 질환 

 뇌진탕

 당뇨병

 두통

 심장병

 경련

 실신

 시력/눈문제

 제 아이는 위 질병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위의 의료 문제에 체크하셨다면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침과 점심 식사 

원하는 사람에게는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며 해당 설명을 선택하십시오.*

 제 아이는 USP에 등록된 기간동안 아침 식사 프로그램과 점심 식사 프로그램 모두 참여하겠습니다. 

 제 아이는 USP에 등록된 기간동안 아침 식사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겠습니다. 아침식사는 오전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입니다. 

 제 아이는 USP에 등록된 기간동안 점심 식사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오후 11시 

45분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제 아이는 USP에 등록된 기간동안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어주시고 해당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제 아이는 음식 알레르기와 음식 제한이 없습니다. 

 제 아이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아래 코멘트란에 알레르기의 종류를 기입해 주십시오. 

 제 아이는 음식을 코셔로 지정해야 합니다. 

 제 아이는 음식을 팔레브로 지정해야 합니다. 

 제 아이는 음식에 비건 지정이 필요합니다. 

 제 아이는 음식에 베지테리언 지정이 필요합니다. 

 제 아이는 유당없는 음식이 요구됩니다. 

 기타: 

코멘트: 음식 알레르기 등 자녀의 식사 제한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기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디어 게재 동의 

유니버설 서머 프로그램의 스탭이나 보도 기관이 프로그램의 활동중에 개별 학생이나 그룹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의 사진 이미지는 이후에  브루크라인 유니버설 썸머 프로그램에 관한 

출판물, 신문, 뉴스 프로그램, 소셜 미디어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제 아이의 이미지(사진 또는 비디오)는 학군이 승인한 출판물, 신문, 뉴스 프로그램 또는 소셜 미디어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의 성과 이름은 사진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 반(선생님/학년/학교)은 사진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외 공개된 자녀의 사진 식별에 원하는 제한이 있으면 기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통수단 - METCO 학생만

METCO 프로그램은 브루크라인의 유니버설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METCO 학생들을 위해 교통편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전(8시 15분 도착)과 오후(12시 30분 출발)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 아이는 USP를 위해 오전과 오후 모두 METCO 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제 아이는 USP를 위해 오전에만 METCO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겠습니다. 

 제 아이는 USP를 위해 오후에만 METCO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겠습니다. 

 제 아이는 USP를 위해 METCO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알아야 할 추가 정보가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브루크라인 2021년 유니버설 여름 프로그램에 귀하의 자녀를 등록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다른 자녀를 등록하는 경우, 그 자녀를 위해 새로운 답변을 따로 제출하세요. 유니버설 여름 프로그램 

팀에서 조만간 자세한 사항을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고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