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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AHS 학생의 보호자 :
애쉬 랜드 고등학교 급식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아래의 다음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이 학교는 올해, 애쉬 랜드 고등학교 학생들은 국립 학교 점심 프로그램 (NSLP)을 대체 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파일럿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나은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요리 항목 및 음료 옵션 람, 식사의 큰 다양성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금융 가이드 라인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또는 아침과 점심을 제공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 고등학교 응용 프로그램은 K-8 NSLP 응용 프로그램 별개입니다.

노트:_ 당신이 당신의 학생 (들)이 직접 무료 급식 인증되었음을 알리는 우리에게서 편지를받은 경우,이 별도의
고등학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됩니다. 당신은, 그러나, 완료해야합니다 "학교 수업 요금의 면제를 - 애쉬 랜드
고등학교 만"양식을 당신이 당신의 고등학교 학생 면제 현재 연도의 수수료를합니다.

당신은 ACS 식품 서비스 센터에서 수신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응용 프로그램에 통지 할 때까지 학생에 대한
모든 아침과 점심 식사 비용을 지불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처리 및 메일 알림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의 사무실에서 수신
한 후) 5~7일 소요됩니다.
위의 예외 : 이 학교의 올해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이 10 월 4 일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 경우 학생이 지난 학년도에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받은 경우, 그 학생이 무료 또는 10 월 4 일까지 감소 남아있는 것은, 2018 년은, 학생은 10 월
발효 전체 유료로 이동합니다 처리 및 메일 알림 (응용 프로그램이 음식 서비스 사무실에서 수신 한 후) 5, 2018 5-7 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당신은 질문이있는 경우, (419) 289-1117 내선 오전 6시 반 오후 4시의 시간 사이에 음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47.

또는 당신은 당신이 krwa rd@goarrows.org에 가질 수있는 질문이나 문제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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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서비스 관리자

고등학교 영문 - 뒷면에 대한 식사 지원을위한 신청서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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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식사 지원을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완료하기위한 지침
1 부.
적어주십시오 모든 귀하의 가구에 거주 회원 (K-8을 포함한 학생, 학교와 학년으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소득이 나열된 각 구성원에
대해 수신되거나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2 부.
당신의 가족의 구성원이 오하이오 작품 먼저 {OWF) 또는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 혜택을받는 경우, pleae 열 (10) 자리의
경우 수에 따라 혜택을받는 사람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형태 증명 응용 프로그램을 첨부해야 OWF 또는 SNAP 혜택 인증 또는
자격의 통지 날짜가 편지. 이것이 당신의 가정에 적용되는 경우 (4) 부분을 건너 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 3 부에 계속.

제 3 부.
해당 열에서 소득을받는 당신의 가족의 구성원을 나열하십시오. 모든 소득 GROSS (공제 전) 소득과는 수신
주파수로보고해야합니다. 나열된 각 소득 증명 응용 프로그램을 첨부해야합니다 (더 이전 신청일 이전 30 일 일자 없음). 그것이
당신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경우 사본을 제공합니다.

제 4 부.
당신의 AHS 학생 (들)이 무료 급식 자격, 그들은 또한 학교 교육 수수료의 면제을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면제 될 경우 우리는-합니다
학교 관계자와 무료 상태를 공유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예"상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5 부.
응용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삶의 서명이 있어야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서명하는 사람은이 문서에
제출 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학교 관계자는보고 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정보의 고의적 인
허위 진술 식사 혜택을 잃게 자녀 (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419) 289-1117 내선 오후 4시 - 당신은 질문이있는 경우에는 6시 30 분 오전 시간 사이에 음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47. 또는

당신은 당신이 krward@goarrows.org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티 워드

애쉬 랜드 시티 학교

음식 서비스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