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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쁜 마음으로 유치
원 신입생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 시간이 각 학생
들의 삶에서 매우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
으며 이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자는 유치원 등록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Office of Registration and Enrollment (등록사무
실)은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Brookline에 있는 학교로
전환하는 첫 날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ublic Schools of Brook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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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작!

시작하기 전...

대상이 되는 킨더가튼의 학생은,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5세 이상인 브룩라인의
주민입니다. 이 방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킨더 가든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브루크라인의 현주민이어야 합니다.
2035학급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학생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 절차 중에, 귀하는 브루크라인에 학생의 주된 거주지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및 입학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8월
일 또는 그 이
전에 5세가 되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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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등록되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기 전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학생의 브루클라인
주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입학 사무실(Office of Registration & Enrolment)에 제
출해야 합니다.
등록 시점에서 거주자여야 합니다. 브루크라인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경우, 브루클라인 집에
거주해야 학생 등록이 가능합니다.
브루크라인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임시 거주는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습니
다.
METCO 또는 Materials' Fee 학생은 등록을 위해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PSB 프로그램의
어느 쪽인가에 합격했을 경우는, 합격 통지를 받은 후에 등록 및 입학 사무실에서 자세한 내
용을 연락드릴 것입니다.

거주지 확인 및
서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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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유치원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
니다:
귀하와 자녀가 Town of
Brookline 의 유효 거주자임을
나타내는 증거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에
적합한 연령임을 나타내는 증
거

자녀가 매사츠세추주
공립 학교 입학을 위한 모든 건강 관련 요건
을 충족함을 나타내는 증거

학부모/보호자는 각 새 학생이 브루클린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록 및 등록 사무국 직원과 상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결정하십시오.
다른 자녀가 이전에 Public Schools of Brookline에 등록한 적이 있거나 해당 자녀가Public
Schools of Brookline의 특수 교육 서비스, 또는 Brookline Early Education Program(BEEP,
Brookline 조기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이더라도 모든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가상 등록 약속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Brookline 거주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약
속일로부터 45일 이내 날짜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2단계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완전히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모든 번역은 예약 전 전문 번역자 또는 번역 서비스에
의해 완성되어야 합니다. 킨더 가든의 등록에는, 데이케어나 프리스쿨 프로그램으로부터의 기록
은 필요 없습니다.

거주지가 아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신설/신규 거주자에게는 거주지 인정 계약서(A Residency
Certification Agreemen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부담(Tenant-At-Will)
전대계약(Sublet Agreement)
가족, 친구와의 동거(Living with Family/Friends)
거주자 고용. 예: 도우미, 관리인등 (Live-in Employment (e.g. Nanny, caretaker, etc.))
브루크라인 거주지의 방 임대, 18세 이상의 학생으로 가족/친구와 함께 거주
그 외의 경우에서도 등록· 입학 사무실의 요청에 따라 거주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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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서류를 제출하고 등
록 및 입학사무실에 버추얼 면접 예약(VIRTUAL
APPOINTMENT)을 하세요.
신청서는 거주여건을 충족하여 브루크라인에
현재 거주하는 가족만 기입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는 등록 및 입학 사무실
와의 버추얼미팅 예약 시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온라
인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약속을 잡기 위한 링크가 보
내집니다. 해당 단계를 완료하고 면접 날짜와 시간을
메모한 후 신청을 종료해 주십시오.

킨더가튼의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월 4일(화)부터www.brookline.k12.ma.us/kindergarten.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며, 학생정보를 확인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신청서 제출, 예약시간 선택, 등록 완료는 1월 4일 이후 가능합니다.

에 입학하는 킨
더가튼의 학생은 년 월의 입학을 희망
하는 경우 원서의 예약 타입에 대해서는
을 선택
해 주세요
Public Schools of Brookline
, 2022 9
,
“Next School Year, Kindergarten”
.

면접은 2022년 1월 중순부터 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킨더가튼의 첫 등록 기간(1월~3월)
에 등록을 마치는모든 가족이 학교 배정 선호도에 동등한 비중을 갖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
랍니다. 2022-23학년도의 사전등록 예약은 1월과 2월 사이에는 킨더가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 학년도를 위해 PSB에 다닐 계획인 다른 학년의 학생들은 2022년 3월부터 등
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BEEP, 특수 교육 서비스, 학생의 형제
자매를 위해 온라인 등록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기존 사용자명과 암호를 사용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등록 사무실에서 로그
인 자격증명을 확인하고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킨더가든 학생을 신청서에 추
가하려면 “Add Student ”(학생 추가)를 클릭
하십시오.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증빙 서류를 전자적으로 업로드해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
다. 각 해당 범주에 대해“Browse”(둘러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사용자의 장치에서 업로드할 파
일을 선택합니다. 현재 신청 시PDF와 JPG 파일만 지원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십시오.

파일 업로드나 PDF 또는 JPG 포맷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실로 직접
enroll@psbma.org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학생 성] Registration Documents(등록 서류) - [등록 예약 날짜]”이러한 서류 사본을 다음 주소로 우편
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드롭오프하실 수도 있습니다:
PUBLIC SCHOOLS OF BROOKLINE
OFFICE OF REGISTRATION AND ENROLLMENT
BROOKLINE TOWN HALL, 4TH FLOOR
333 WASHINGTON STREET, BROOKLINE, MA 02445

저희 사무실의 드롭박스는 브루크라인 타운홀 (Brookline Town Hall) 정면현관에 설치되어 있
습니다. 물리적으로 서류를 넣을 예정이라면 타운 홀이 열려 있는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우편으
로 보내주신 원본은 요청에 따라 반송하여 드립니다.

학생에 관해

STUDENTS

자녀가 현재 브루크라인 얼리 에듀케이션 학생일 경우 등록· 입학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것
입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하시고, 자녀 정보, 보호자 동의/허가가 필요한 사항, 병력 등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이후 이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킨더가튼의 등록확인 면접은 BEEP에 등록된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필요합니다. 신청
프로세스의 일환으로서 버추얼 면접의 예약 시간을 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BEEP
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은 본 학군에서 언제 등원이 시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킨더가튼 등록을 위
해 최신 거주지와 학생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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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약속을 통해 등록 사무실과 면담을 진행하
십시오.
예정된 면담일로부터 약 24-48시간 전에 등록 사무실에서 가상 면담을 위한 로그인 자격 증명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추가 게스트(예: 통역사, 가족 옹호자, 사회 복지사 등)
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미리 알려 주십시오. 모든 참가자가 참여하면 등록 사무실 팀원이 등록 약
속 면담을 시작합니다.
모든 등록 면담은 Zoom을 통해 진행되며, 전화 회의가 대체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가상 면담 중
에 등록 사무실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자녀 등록을 위한 향후 단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부모/보호자 한 명만 참석하면 되지만 가족 모두 직원과의 면담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면접시간 전까지 모든 등록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구비서류가 당 사무실 담당자에 의해
확인될 때까지 학생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영어 교육 (ELE)
등록·입학 사무실에서는 등록 시에, 모든 가족에게
「Home Language Survey(가정 언어 조사표)」의 기입
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초등 중등 교육부
(DESE)의 규칙에서는 모든 학교가 각 학생의 언어 요구를
특정하기 위해서 각 학생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조
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가정 언어 조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인 경우 브루클린 공립학교에서 학
생과 함께 추가 심사를 해야 합니다. 등록· 입학 사무소는 PSB 영어 교육(ELE) 부서와 협력하여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귀하의 학생을 위한 별도의 약속을 잡을 것입니다. 이메일로 이 회의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영어 능력 심사 예약은 2021년 봄부터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기록

모든 예방 접종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녀는 PSB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예방 접종은 학교에 출석하기 전에 학생 보건 서비스 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 보건 서
비스 직원은 학생들이 모든 예방 접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족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2021-22학년도의 예방접종 요건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PSB의 예방접종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은 학교 설명회나 방과 후에 학교 간호사가 직접 연
락합니다.(스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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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배정

등록입학사무실에서는 가족을 위해 모든 학교의 배정을 관리
하고 결정합니다.
자녀가 아래의 전제 조건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학교 배정을 결정합니다:
버추얼면접 예약 완료
필요서류 확인
필요한 경우 학생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심사 실시

겨울
1월-3월

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신 가정에는 4월
30일까지 학교 배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사전등록 기간
봄
4월-5월

여름
6월-8월

가을
9월 이후

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한 가정에는 6월
15일까지 학교 배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가정에
는 여름 동안 학교 배정
이 순차적으로 진행됩
니다.

학기 중에 등록을 완료
한 가족은 각 단계별로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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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결정

生일반적으로 학생들은 Brookline 내 기본
거주지 위치에 따라 학교에 배정됩니다. 학생이 대상이 되는 스쿨존을 확인하려면
http://gisweb.brooklinema.gov/whereami/을 방문하십시오.
검색할 때 우편번호 없이 주소를 선택하십시오. 학군을 검토하려면 스쿨존 다음에 열거되는
”School Buffer Zone” (학교 버퍼 존)을 검토하십시오. 버퍼 존이 나열되면 해당 주소의 스쿨존
은 버퍼 존의 일부입니다.

BUFFER ZONES
(
)

버퍼 존

BROOKLINE
.

합니다

의 많은 주소가 버퍼 존에 해당

버퍼 존은 Brookline 에서 둘 이상의 학교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Brookline 의 모든 K-8 학생
은 학군 내에 버퍼 존이 있습니다. 버퍼 존은 학교의 학급 규모를 소규모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
다. Office of Registration and Enrollment 는 그 재량에 따라 학생을 버퍼 존 내의 임의 학교로
배정합니다. 학교를 배정할 때, 학급 크기 외에 형제자매나 가족 선호도와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
합니다.
버퍼 존의 각 가족은 등록 방문 약속 시 선호하는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특정 선호도에 대한 이유
를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제시하고 배정 선호도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Office of Registration and Enrollment 는 버퍼 요청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각 K-8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 배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많은 학생이 이미 학교에 등록한 경우, 진급하는 유치원생은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에 배정됩니다.

해당 자녀가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K-8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Office of Registration &
Enrollment 는 해당 자녀를 등록 수가 낮은 학교에 배정합니다.
등록 패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변경됩니다. 버퍼 존은 Public Schools of Brookline 이이러
한패턴변화에유연하게대처하고교육수준을항상최고수준으로유지하기위한것입니다. 이는이웃
에서관찰했을수있는과거학교배정패턴이매년다를수있다는의미입니다.
버퍼 배정은 선착순이 아닌 각 사전 등록 기간 내에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처음 등록 가능한 시간
대에 등록한 가족은 같은 기간 말일에 등록한 가족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즉, 1월부터 3월 사
이에 이루어진 킨더가튼의 등록은 결정되기 전에 균등하게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모국어 지원 프로
그램 (NLSP) 배정
학생은, 영어 교육부(ELE)의 승인이 있으면, NLSP의 지정 존 이외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NLSP는 모국어를 통해 학생들에게 추가 교육 및 영어 개발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교육 교실에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을 보완합니다.
는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중국어 - Pierce School
히브리어 - Ruffin Ridley School
일본어 - Lawrence School, Lincoln School
한국어 - Baker School
러시아어 - Driscoll School
스페인어 - Runkle School

NLSP

학생은, 영어 교육부(ELE)의 승인이 있으면, NLSP의 지정 존 이외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
다. ELE부문은 등록 및 입학 사무실과 연락을 취하여 학교 배정을 원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결
정하게 됩니다. 자녀분은 영어 능력 심사가완료될 때까지 NLSP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특별 교육

이 학군에서는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이필요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교육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학생 서비스 사무소
(Office of Student)와 협력하여 적절한 학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학생이 킨더 가든으로 전환하
는 데 필요한 기타 지원 및서비스를 결정합니다.
등록 및 입학 사무실은 학생 서비스 사무소와 밀접하게 제휴해, 학생의 학교 배치과 전환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합니다. 브루크라인 공립학교에서 특별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의 가족 대상
리소스는 https://www.brookline.k12.ma.us/specialeducation.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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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회의

학교 배정 알림의 일환으로 자녀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
하도록 요구됩니다.
이것은 학급 담임 선생님이나 스쿨 카운슬러가 학생의 정보를 파악해, 킨더 가든에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의 킨더가튼 전환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문이나 고민이 있는 가족은, 스쿨 카운슬러와의 면
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등록 및 입학 사무실에서 예약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년 5월 이후, 학교 직원이 자녀의 학교와 클래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이벤트는 보통 새로운 학교에서 킨더 가든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보호자 분도 학교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고 9월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기
회가 됩니다.
2022
.

학생 건강과 간호
자녀가 9월에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 간호사가 귀하에게 다
음과 같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학교 내에서 필요한 처방약의 투여나 처치법에 대해 준비
합니다.
자녀의 예방 접종이 완료되어 학교 출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최신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주세요. 이것은 등록 후 매년 소아과 진찰이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기 전에 학교 간호사와 면담해
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학교 간호사와 면담 일정을 잡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입학 및 등록 사무
실에서 여러분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COVID-19

규정

팬데믹 상황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PSB는 지역 및 주 정부에서 권장하는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의 PSB COVID-19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대해서는 www.brookline.k12.ma.us/nurses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2021년 11월 현재 브루크라인 공립학교 학생 입학에는 COVID-19 백신 접종은 필요 없
습니다.
COVID-19

마음이 바뀌셨나요 ?

불확실한 시기에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킨
더가튼은 모두에게 중요한 이정표이며,
이 과도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 직원이 모였습니다. 저희는 9월에 유
치원에 입학할 계획인 모든 가정이 꼭 등록을 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귀하의 자녀를 홈스쿨링, 이나 프리스쿨/데이케어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사정이 바뀐 경우
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탈퇴 절차를 조율해 드릴 것입니다.

홈스쿨링
매사추세츠주 일반법 제76장 제1절 및 매사추세츠주 최고사법재판소의 찰스 판결에
의거하여 브루크라인 공립학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를 가정에서 교육할 권리
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또, 매사추세츠주 초등 중등 교육부(DESE)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각 아동은 6살이 되
는 역년의 9월부터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브루클라인에 거주하며 6세 이상 자녀를 홈스쿨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가족들은 브루크라인 공립
학교에 등록하고 해당 지역과의 사이에서 홈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
봄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여름 동
안에 새 학교로부
터 담임선생님을
통지받을 것입니
다.
킨더가튼의 팀은 균형 잡힌 그룹 배정을 위해서 클래스 편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
다.안타깝게도 반 배정 과정에서 선생님에 대한 요청은 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각 가정은 우리 교육팀이 여러분의 자녀를더 잘 알고 유치원 전환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유치원 전환에 잠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래 그룹(예: 이웃, 프리스쿨친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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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작!

유치원 입학을 축하합니다. 또한
BROOKLINE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OFFICE
OF REGISTRATION
AND ENROLLMENT
OFFICE OF
REGISTRATION
AND ENROLLMENT
333 WASHINGTON
STREET,
4TH FLOOR
333 WASHINGTON
STREET, 4TH
FLOOR
BROOKLINE,
MA, 02445
BROOKLINE,
MA, 02445
(617)-264-6492
| ENROLL@PSBMA.ORG
(617)-906-6769
| ENROLL@PSBM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