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Food and Nutrition Services
P.O. Box 389
Manassas, VA 20108
703.791.7319
703.791.8142
703.791.7314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분께:
자녀들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는 등교일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교의 아침식사 가격은 $1.50 이고; 점심식사 가격은 초등학교의 경우 $2.50, 중학교의 경우 $2.65, 고등학교의 경우 $2.75 입니다. 귀하의
자녀들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할인가 아침식사 가격은 $0.30 이고 점심식사 가격은 $0.40 입니다. 해당
패키지는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 신청 양식 및 일련의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은 신청 절차와 더불어 귀하에게 도움이
되는 공통 질문 및 답변입니다.

무료 및 할인가 급식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1.

무료 및 할인가 급식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요?
•
•
•
•
•
•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 또는 빈곤 가정 임시 지원 (TANF) 혜택을 받는 가정의 모든 아동들은 무료 급식 혜택 자격이
있습니다.
위탁 아동 관리 기관 또는 법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 위탁 아동들은 무료 급식 혜택 자격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이 있는 아동들은 가정 수입에 근거하여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무료 급식 혜택 자격이 있습니다.
노숙, 가출 및 이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 아동들은 무료 급식 혜택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의 소득이 연방 소득 자격 지침의 한도 내에 있는 아동들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이 해당 도표
한도에 해당되거나 이하인 가족의 아동들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 자격이 있습니다.

2018-2019 학년도 연방 혜택 자격 소득 도표
가족원수
1
2
3
4
5
6
7
8
가족원 한 명 증가시 추가:

연소득

월소득

22,459
30,451
38,443
46,435
54,427
62,419
70,411
78,403
$7,992

주(weekly)소득

1,872
2,538
3,204
3,870
4,536
5,202
5,868
6,534
$666

432
586
740
893
1,047
1,201
1,355
1,508
$154

2.

노숙, 이주 또는 가출 아동에 대한 자격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가족 중에 영구 주소가 없는 가족원이 있는지요? 귀하는
보호소, 호텔 또는 기타 임시 주거지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지요? 귀하의 가족은 계절별로 이주하는지요? 귀하와 함께 거주한
자녀들이 기존 가정 또는 가족원을 떠난 상태인지요? 귀하의 자녀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충족하는 가정의 구성원이고 무료 급식
혜택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학교에 전화하여 노숙, 이주 및 가출 담당 코디네이터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3.

각 자녀마다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오. 귀하의 가정에 속한 모든 취학 아동들을 위해 무료 및 할인가 급식 신청
양식 1 장을 작성합니다. 우리는 완료되지 않은 신청 양식은 승인할 수 없으므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
양식은 다음 주소로 보내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 및 영양 서비스 사무처, P.O. Box 389, Manassas, VA 20108.

4.

이번 학년도에 자녀들이 이미 무료 급식 혜택 자격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요, 하지만 통지를 주의깊게 읽고 지시 사항을 따르기 바랍니다. 자격 통지문에 누락된 귀하의 자녀가 있다면 학교
급식 및 영양 서비스 사무처, 703.791.7319 로 바로 전화하기 바랍니다.

5.

온라인 상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하다면 서면보다는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양식은
동일한 요건을 가지고 서면 신청 양식과 동일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를 시작 전 또는 더 많은 내용을 알기 원하면
www.pwcsnutrition.com 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한 문의는 학교 급식 및 영양 서비스 사무처, 703.791.7319 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6.

자녀의 신청이 작년에 승인된 경우에도 새로운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네. 작년의 자녀 신청 양식은 해당 학년도 및
2018 년 10 월 9 일까지 이번 학년도 첫 며칠 동안만 유효합니다. 학교에서 귀하의 자녀가 이번 학년도에 혜택 자격이 있다고 귀하에게
통보하지 않은 한 새로운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7.

나는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무료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이 있는 자녀들은 가정
소득에 근거하여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기 바랍니다.

8.

나는 WIC 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무료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WIC 에 참여하는 가정의 아동들은 가정 소득에
근거하여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기 바랍니다.

9.

내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지요? 네. 우리는 귀하에게 가정 소득 보고에 대한 서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현재 혜택 자격이 없지만 나중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네, 학년도 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실직한 학생들의 가정 소득이 소득 한도 이하로 떨어진다면 무료 및 할인가 급식 혜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11. 나의 신청에 대한 학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귀하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귀하는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 및 영양 서비스 사무처의 Adam Russo 또는 Rodney Miller 에게 703.791.7314 로
전화하여 상담하기 바랍니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경우 재정 및 지원 서비스의 부교감에게 703.791.8701 로 전화하여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12.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네. 귀하, 귀하의 자녀,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은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나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을 기입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반적으로
$1000 을 받지만 지난 달 일할 기회를 놓쳐 $900 만 받았다면 월소득을 $1000 로 기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시키지만 가끔 초과 수당을 받는다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실직했거나 근무 시간 또는 급여가 줄었다면 현재의
소득을 기입합니다.
14. 기재할 수입이 전혀 없는 가족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리가 신청 양식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소득 형태가
아니거나 전혀 소득이 없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칸에 0 (없음)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득
칸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기면 역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기재 칸을 빈칸으로 남길 경우 우리는 귀하가
의도하여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5. 우리는 군 복무 중입니다. 소득 기재를 다르게 해야 하는지요? 귀하의 기본 급여 및 현금 보너스는 소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군 기지 밖 주거, 식품 또는 의류에 대한 현금 수당을 받거나 가족 지원 보충 수당 (FSSA) 지급을 받는다면 이 역시 소득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택이 군인 주택 민영화 계획의 일부분인 경우라면 소득에 주택 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치 후 받은
추가의 전투 수당 역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16. 신청 양식에 가족을 기입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른 지면에 모든 추가 가족원들을 기입하여 신청 양식에
첨부합니다. 두 번째 신청 양식을 받기 원하면 학교 급식 및 영양 서비스 사무처, 703.791.7319 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17. 나의 가족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
또는 기타 지원 혜택 신청 방법은 지역 지원 사무처에 연락하거나 1.800.552.3431 또는 804.726.7000 으로 전화하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 급식 및 영양 서비스 사무처, 703.791.7319 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Steven L. Walts
학교기관의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