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BLIC SCHOOLS OF BROOKLINE

2021-2022 년도

333 WASHINGTON STREET
BROOKLINE, MASSACHUSETTS 02445

학비 보조금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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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세금을 신고하신 경우: 저희는 가정 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성인들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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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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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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학년

2021/2022 학교명

가족 구성원(성인 + 아동 수)
요청 및 필요 문서
(가족 연간 수입에 적용되는 모든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첨부 시
체크해주세요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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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문서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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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 23/4/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