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보호자님께:
아이들에게는 배우기 위해 건강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Shoreline School District 은 학교 출석일마다 건강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아침급식 가격K-5: $1.90, 6-8: $2.10, 9-12: $2.30; 점심급식 가격K-5: $3.40, 6-8: $3.65, 9-12: $3.8
5. 귀하의 아이들은 무료 급식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인 가격은 아침급식은 K-12
: Free, 점심급식은K-3: Free, 4-12: $0.40 입니다. 이 서류 패키지에는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혜택 신청서와
상세한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기는 신청 과정을 돕기 위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입니다.
1. 누가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Basic Food, the 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FDPIR) 또는 State TANF,
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가구의 모든 아동은 무료 급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위탁 보호 기관 또는 법원의 법적 책임 아래 있는 위탁 아동은 무료 급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학교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에 참여하는 아동은 무료 급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홈리스, 가출인 또는 이주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아동은 무료 급식을 제공받을 자격이 됩니다.
● 귀하 가구의 수입이 연방 소득 자격 가이드라인(Federal Income Eligibility Guidelines)의 제한 내에
들어간다면 해당 아동은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 가구의
수입이 이 차트의 제한 소득 안에 들어간다면, 귀하의 아동이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________ 학년을 위한 연방 소득 자격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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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이 홈리스, 이주민, 가출인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구의 구성원에게 영구 주소가 없습니까?
보호소, 호텔, 또는 그 외 임시 주거지에 머물고 있습니까? 귀하의 가족이 계절에 따라 거주지를 옮깁니까?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이 이전의 가족이나 가구를 떠나기로 선택한 아동입니까? 귀하 가구의 아동이 이 설명에
부합하지만 아직 무료 급식을 제공받을 것이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206-393-4209
연락해 주십시오.
3. 각 아동에 대해 한 부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귀하 가구의 모든 학생에 대해 한 부의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 신청서만 사용하십시오.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신청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2003 NE 160th St. Shoreli
ne, WA 98155 (M-F 7:30 – 3:30)에있는 학교 또는 FNS 사무소 또는 Nutrition.services@shorelineschools.org로
이메일
4. 이번 학년에 이미 제 아이에 대한 무료 급식 제공이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가 받으신 통지서를 주의 깊게 읽고 지시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귀하 가구의 아동
중에서 자격에 관한 통지에 누락된 아동이 있다면 즉시 206-393-4209 로 연락하십시오.

5.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종이 신청서 대신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의 요건도 동일하며 종이 신청서와 동일한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거나 온라인 신청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https://www.shorelineschools.org/Page/1272를 방문해
주십시오. 온라인 신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06-393-4209 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6. 6. 작년에 아동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여전히 새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아동에 대한
지원은 해당 학년도와이 학년도의 처음 며칠 동안 만 유효합니다. 학교에서 귀하의 아이가 새 학년에 자격이
있다고 통지하지 않는 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가 승인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이가 무료 급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고 통지받지 못하셨다면, 귀하의 아이는 급식 가격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7. WIC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가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WIC에 참여하는 가구의 아동은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8. 제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하가 보고한 가구의 수입에 대한 서면 증명을
귀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지금 자격이 없을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의 수입이 수입 제한 미만일 경우, 실직 상태인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사는 아동은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10. 신청에 대한 학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교 관계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또한 Jessica F
inger 206-393-4209 에 대한 전화 또는 서신을 통해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1. 가구 구성원 중에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아이
또는 다른 가구 구성원은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꼭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12. 저의 수입이 항상 동일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상시 받는 액수를 기재하십시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매월 $1000를 벌지만 지난 달에 일이 줄어들어 $900 밖에 벌지 못했다면 매월 $1000를 번다고 기입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초과근무를 한다면 그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가끔씩만 초과근무를 한다면 그 금액은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실직했거나 근무 시간 또는 임금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현재의 수입을 사용하십시오.
13. 가구 구성원 중에 보고할 수입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구 구성원에게 신청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한 종류의 수입이 없거나 전혀 수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수입란에 0 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그러나 수입란이 비어있거나 공란으로 남겨져 있어도 수입은 역시 “0”으로 계산됩니다. 수입란을
공란으로 남겨둘 경우에는 귀하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간주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저희는 군인입니다. 저희의 수입은 다르게 보고해야 합니까? 귀하의 기본급과 현금 보너스를 수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영외 주택, 식품 및 의류를 위해 현금 가치의 수당을 받을 경우, 그것도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택이 군인주택민영화 계획의 일부일 경우에는 주택 수당을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전투 배치로
인한 추가의 전투 수당 역시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15. 신청서에 가족 모두를 기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도의 종이에 추가의 가구
구성원을 기재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두 번째 신청서를 받으려면 206-393-4209 로 연락해 주십시오.
16. 저의 가족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Basic Food 또는
다른 기타 지원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지역 지원 사무처로 문의하거나 1-877-501-2233 로 전화해
주십시오.
다른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206-393-4209 로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Jessica Finger, RDN, CD,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