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1일 

친애하는 Wissahickon 가족 : 

 

건강한 식사는 학생들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필수적입니다. Wissahickon School 

District는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조식 및 중식은 Wissahickon 6개 학교에서 모두 

제공됩니다. 아침 식사는 1.35달러입니다. 중식은 초등학교는 2.65달러, 

중등학교(중·고등학교)는 3.00달러입니다. 할인된 가격의 급식은 아침 식사는 

0.30달러이고 점심 식사는 모든 학교에서 0.40달러입니다. 가족분들께서 무상 또는 할인 

급식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갖춘 애플리케이션은 추가적인 연방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schoolcafe.com/WissahickonSD  

 

아래는 지원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과 대답입니다. 
 
1. 무상급식 NOTICE OF DIRECT CERTIFICATION LETTER를 받은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수령한 NOTICE OF DIRECT CERTIFICATION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아동이 있다면 반드시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누가 공짜나 할인된 가격의 식사나 특별한 우유를 얻을 수 있을까? 

•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구 Food Stamp Program) 또는 긴급 가정 임시 

지원(TANF) 혜택을 받는 가정의 모든 어린이는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보육기관이나 법원의 법적 책임 하에 있는 위탁아동은 무상급식의 대상이 

된다. 

• 본교 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은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가출, 이주민 등의 정의에 부합하는 아동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다. 
• 자녀는 가구의 소득이 연방 소득 자격 지침의 한도 내에 있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식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구 소득이 이 도표의 한계 이하로 떨어지거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당신의 아이들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hoolcafe.com/WissahickonSD


 
 

 
 

 
 

당신의 가구 소득이 이 도표의 한계 이하로 떨어지거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당신의 아이들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내 자녀가 노숙자, 이주민, 가출자 자격을 갖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너희 집 

구성원들은 본거지가 부족하니? 당신은 대피소, 호텔, 또는 다른 임시 주거 배치에서 

함께 머물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은 계절에 따라 이사를 합니까?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 중 이전 가족이나 가족을 떠나기로 선택한 자녀가 있습니까? 귀하가 

자녀들이 이러한 설명을 충족한다고 믿고, 자녀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경우, Kevin Witchey 씨에게 kwitchey@wsdweb.org (215) 619-8000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1409년. 
 
4. 아동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요. 댁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저가 급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는 승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작성하십시오. Katie Meyer, 601 Knight Road, Ambler, PA 

19002; kmeyer@wsdweb.org; (215) 619-8000 내선. 1110. 
 
5. 이번 학년도에 자녀가 이미 무상급식을 승인받았다라는 편지를 받았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요, 하지만 받으신 편지를 잘 읽어보시고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있는 자녀가 자격요건 통지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Katie 

Meyer, kmeyer@wsdweb.org (215) 619-8000 내선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1110. 
 
6.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래! 가능하다면 종이 신청서 대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은 요구 사항이 동일하며 종이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https://www.schoolcafe.com/WissahickonSD를 



 
 

 
 

 
 

방문하거나 P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웹 사이트(www.compass.state.pa.us)를 

방문하십시오. 
 

7. 내 아이의 신청은 작년에 승인되었다.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귀 자녀의 지원서는 

해당 학년과 금학년도 최초 30일 수업일에만 적용됩니다. 학교에서 귀댁의 자녀가 새 

학년에 적합하다고 하지 않는 한, 반드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8. WIC를 받아요 제 아이들은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나요? WIC에 참여하는 가구의 아동은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급식을 받을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을 보냅니다. 
 

9. 제가 제공하는 정보가 확인될까요? 네. 또한 귀하가 보고한 가구 소득에 대한 서면 증빙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 만약 제가 지금 자격이 안 된다면 나중에 신청해도 될까요? 네, 학기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자가 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있는 아동은 가구 소득이 소득 한도 

이하로 떨어지면 무료 및/또는 저가 급식을 받을 수 있다. 
 

11. 만약 내가 내 신청에 대한 학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교 관계자들에게 말을 해 

보세요. 또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r. Mwenyewe Dawan, 부교육감, 

mdawan@wsdweb.org; (215) 619-8000 내선. 1125. 
 

12. 우리 집에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다른 가구원들은 미국 시민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식사를 

신청하세요. 
 

13. 만약 내 수입이 항상 똑같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매달 1000달러를 벌지만, 지난달 일부 작업을 놓치고 900달러만 벌었다면, 매달 1000달러를 

버는 것으로 계산하세요. 보통 야근을 하게 되면 포함시키되, 가끔 야근만 하게 되면 

포함시키지 마세요. 일자리를 잃었거나 시간이나 임금이 줄었다면 현재 수입을 사용하세요. 
 

14. 신고할 소득이 없는 가구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구원은 신청 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소득 유형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소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필드에 0을 씁니다. 그러나 소득 필드가 비어 있거나 비어 있으면 0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칸을 비워둘 때는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15. 우리는 군대에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다르게 하나요? 기본급과 현금 보너스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기지외 주택, 음식, 의복 등에 대해 현금가치수당을 받거나 

부양가족추가수당 지급 등을 받으면 소득으로도 산입해야 한다. 단, 귀하의 주택이 군용 주택 

민영화 계획의 일부라면, 귀하의 주택 수당을 소득으로 포함하지 마십시오. 파병에 따른 추가 

전투 수당 역시 소득에서 제외된다. 
 

16. 우리 가족을 위한 앱 공간이 부족하면 어쩌지? 별도의 종이에 추가 가구원을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Katie Meyer, kmeyer@wsdweb.org; (215) 619-8000 내선 1110 - 제2 

애플리케이션을 수신합니다. 
 

17. 우리 가족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SNAP 또는 기타 지원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www.compass.state.pa.us를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 지원 센터에 문의하거나 1-800-692-7462로 전화하십시오.  
 

18. 기타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Katie Meyer, kmeyer@wsdweb.org (215) 619-8000 

내선 번호로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1110. 

 

진심으로 

Mwenyewe Dawan, Ed.D. 

학교 부교육감 

 

연방 민권법과 미국 농무부(USDA) 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USDA, USDA, 그 기관, 사무실, 직원 및 USDA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USDA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은 USDA가 실시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사전 민권 활동에 대한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성별, 장애, 연령 또는 보복 또는 보복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프로그램 정보(예: 점자, 대형 인쇄물, 오디오 테이프, 미국 수화 등)를 위한 대체 통신 수단이 필요한 장애인은 혜택을 신청한 기관(주 
또는 지역)에 문의해야 한다. 청각 장애인, 난청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은 (800) 877-8339에서 연방 릴레이 서비스를 통해 
USDA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이용가능하게 될 수 있다. 
차별에 대한 프로그램 불만을 제기하려면 http://www.ascr.usda.gov/complaint_filing_cust.html 및 USDA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찾은 
USDA 프로그램 차별 불만 신고 양식 (AD-3027)을 작성하거나 USDA에 보내는 서신을 작성하고 양식에 요청된 모든 정보를 서신에 
제공하십시오. 불만 양식 사본을 요청하려면 (866) 632-9992로 전화하십시오. 작성한 양식 또는 서신을 다음 방법으로 USDA에 
제출합니다. 
(1) 우편: 미국 농무부, 민권 차관보 사무실, 140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50-9410 
(2) 팩스: (202) 690-7442; 또는 
(3)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이 기관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