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무소 - 1407 클레어몬트 번가 - 애쉬 랜드, 오하이오 44805 - 419-289-1117 - 팩스 419-289-9534

친애하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

식사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아래의 다음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1.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은 새로운 2,018에서 2,019 사이 학년도 필요합니다.

2.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하나 NSLP 응용 프로그램은 가정 당이 필요합니다. 9-12 포함하여 가정의 모든
학생들은,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참고 : 응용 프로그램에 어떤 학생이 2018-2019 학년도 애쉬 랜드 고등학교에 참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은 "고등학교 식사 지원 만"응용 프로그램은 웹 사이트, 고등학교 사무실, 또는 음식 서비스 중앙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의 모든 학생들은 K-8을 포함,이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합니다.

3. 당신은 ACS 식품 서비스 센터에서 수신하여 20,182,019 상태를 통지 할 때까지 학생에 대한 모든 식사 가격을
지불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처리 및 메일 알림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 사무실에 수신 된 후) 5 ~ 7 일이 소요됩니다.

# 3 TO 예외 : 학생이 무료 또는 마지막 학기 동안 감소받은 경우, 그 학생은 경우 10월 4일까지, 2018 년 10 월 4 일 2018
년 전에이 현재 학년도에 새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또는 할인 남아 응용 프로그램이 해당 날짜에 의해
처리되지 않으며, 학생 10 월에 전체 유료로 이동합니다

5, 2018 처리 및 메일 알림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의 사무실에서 수신 한 후) 5 ~ 7 일이 소요됩니다.

4. 제 5 위해 "정보 수수료 면제의 동의를 공유하는"응용 프로그램, 학생 수수료 면제를 위해 고려해야 할을 작성하십시오.

5. 국립 학교 점심과 아침 식사 법은 학교 지구가 일직선에이 ODE와 직접 인증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확보하여 무상
급식을받을 자격으로 학생들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오하이오 부서는 한 달에 한 번 시스템에 업데이트 된
오하이오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목록 (SNAP, 공식적으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와 오하이오 작품 우선 (OWF) 목록을
게시합니다.
참고 : 당신이 당신의 자녀 (들)이 직접 무료 급식 인증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받은 경우, 당신은 무료 및 할인
신청서를 작성해야되지 않지만 "정보 공유의 수수료 면제 동의"를 작성해야합니다 형태.

당신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419-289-1117 내선 음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47 6시 30 분 ~ 금요일,
오전 통해 언제 월요일 - 오후 4시.

이 중요한 문제에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티 워드

애쉬 랜드 시티 학교 음식
서비스 관리자

APPL YING에 대한 지침
가정용 회원은 당신과 함께 어떤 또는 성인 살고
귀하의 가구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 또는 오하이오 FIRST (OWF)를 WORKS 혜택을받는 경우,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1 부: 모든 가족 구성원 각각의 자녀에 대한 학교 이름 학교 학년을 나열합니다. 제 2 부 : SNAP 또는 OWF 혜택을 받고있는 가구 구성원 (성인 포함) 7
또는 10 자리 케이스 번호를 나열합니다. 제 3 부 :이 부분을 건너 뜁니다. 제 4 부 :이 부분을 건너 뜁니다.

제 5 부 : 예 답변 않거나 당신이 응용 프로그램을 좋아하면 당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경우 생성 결정하기 위해 학교 당국에 의해 확인되지합니다

자녀 (가) 학교 교육 수수료 면제 자격.
6 부 : 양식에 서명합니다.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아니 필요한.
7 부 : 당신이 선택하는 경우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가족 중 아무도 SNAP 또는 OWF 혜택을 취득하지 않으며 경우 가정에서 어떤 아이가 이주 또는 RUNAWAY, 노숙자 경우,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1 부: 모든 가족 구성원 각각의 자녀에 대한 학교 이름 학교 학년을 나열합니다.
2 부: 이 부분을 건너 뜁니다.

부품 3 : 신청하는 모든 아이가 노숙자, 이주, 또는 가출 인 경우, 해당 상자를 선택하고 애쉬 랜드 도시 학교에 전화
419-289-1117 내선 음식 서비스 부서. 2,247
부품 4 : 당신의 가정에 아이가 다른 모든 가구에 대한 제 3 부 참조 명령에 따라 자격이없는 경우에만 완료.
제 5 부 : 예 답변 않거나 당신이 응용 프로그램을 좋아하면 당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경우 생성 결정하기 위해 학교 당국에 의해 확인되지합니다

자녀 (가) 학교 교육 수수료 면제 자격.
6 부 : 양식에 서명합니다.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아니 필요하면 제 4 부에 기입 할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품 7 : 당신이 선택하는 경우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당신이 APPL YING는 수양 아이를지는 경우,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가정에있는 모든 어린이를 경우 위탁 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 모든 위탁 아동 및 각 자녀에 대한 학교 이름 학교 학년을 나열합니다. 아이를 나타내는 확인란을 선택하는 것은 수양 자녀입니다.
2 부: 이 부분을 건너 뜁니다.
제 3 부 : 이 부분을 건너 뜁니다.
제 4 부 : 이 부분을 건너 뜁니다.

제 5 부 : 예 또는 아니오 대답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이 자녀 (가) 학교 교육 수수료 면제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학교 당국에 의해 확인 될 좋아하면
당신의 이름을 서명합니다.

6 부 : 양식에 서명합니다.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아니 필요한.
7 부 : 당신이 선택하는 경우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몇 가지 경우 위탁 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 : 모든 가족 구성원 각각의 자녀에 대한 학교 이름 학교 학년을 나열합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
함께
소득, 당신은 "소득"확인란을 선택하지해야합니다. 아동이 위탁 아동 인 경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 부: 세대가 7 또는 10 자리 SNAP 또는 OWF 케이스 번호가없는 경우,이 부분을 이동.
부품 3 : 신청하는 모든 아이가 노숙자, 이주가, 또는 가출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고 애쉬 랜드 도시 학교를 호출합니다. 만약
아니,이 부분을 건너 뜁니다.

부품 4 : 이번 달 또는 지난 달의 총 가구 소득을보고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1 이름 상자 : 소득 모든 가족 구성원을 나열합니다.
•

상자 2 총 수익을 올리 소득과 얼마나 자주받은 : 각 가족 구성원의 경우, 한 달 동안받은 소득의 각 유형을 나열합니다. 사람이 주 소득, 다른 모든 주, 한
달에 두 번 또는 매월를 수신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할 수있는 상자를 선택합니다. 수입의 경우를 나열해야합니다 총수입, 하지 테이크 홈 임금. 총 수입은
적립 금액입니다 전에
세금 및 기타 공제. 당신은 당신의 급여 명세서 또는 말할 수있는 당신의 상사에서 찾을 수 있어야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양을 나열하고 각 사람이 복지,
자녀 양육비, 위자료, 연금, 은퇴에서 한 달 동안 가지고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할 수있는 체크 박스를, 사회 보장, 생활 보조금 (SSI), 베테랑의 혜택 (VA 혜택)
및 장애 혜택. 아래에
모든 기타 소득, 목록 노동자의 보상, 실업 또는 파업 수당, 동일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부금 및 기타 수입. SNAP, FDPIR, WIC
소득, 연방 교육 혜택과 배치 기관에서 가족이받은 위탁 지불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만 자영업자의 경우, 아래 직장에서 실적,
비용 후 소득을보고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업, 농장, 또는 임대 주택입니다. 당신이 군사 민영화 주택 이니셔티브에 있거나 전투 수당을받을 경우,

소득이 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5 부 : 예 또는 아니오 대답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이 자녀 (가) 학교 교육 수수료 면제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학교 당국에 의해 확인 될 좋아하면
당신의 이름을 서명합니다.
6 부 : 성인 가족 구성원은 양식에 서명하고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나열 (또는 S / 그는 일이없는 경우 상자를 표시)해야합니다.
7 부 : 당신이 선택하면,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WIC 가정을 포함, 기타 전 가정은 다음 지침을 따르
제 1 부 : 모든 가족 구성원 각각의 자녀에 대한 학교 이름 학교 학년을 나열합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 함께
소득, 당신은 "소득 상자"확인되지해야합니다.
2 부: 세대가 7 또는 10 자리 SNAP 또는 OWF 케이스 번호가없는 경우,이 부분을 이동.
제 3 부 : 당신이 적용되는 모든 아이가 노숙자, 이주는 경우, 또는 가출 적절한 확인란을 선택하고 애쉬 랜드 도시 학교를 호출합니다. 만약
아니,이 부분을 건너 뜁니다.

제 4 부 : 이번 달 또는 지난 달의 총 가구 소득을보고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1 이름 상자 : 소득 모든 가족 구성원을 나열합니다.
•

상자 2 총 수익을 올리 소득과 얼마나 자주받은 : 각 가족 구성원의 경우, 한 달 동안받은 소득의 각 유형을 나열합니다. 사람이 주 소득, 다른 모든 주, 한
달에 두 번 또는 매월를 수신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할 수있는 상자를 선택합니다. 수입의 경우를 나열해야합니다 총수입, 하지 테이크 홈 임금. 총 수입은
적립 금액입니다 전에
세금 및 기타 공제. 당신은 당신의 급여 명세서 또는 말할 수있는 당신의 상사에서 찾을 수 있어야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양을 나열하고 각 사람이 복지,
자녀 양육비, 위자료, 연금, 은퇴에서 한 달 동안 가지고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할 수있는 체크 박스를, 사회 보장, 생활 보조금 (SSI), 베테랑의 혜택 (VA 혜택)
및 장애 혜택. 아래에
모든 기타 소득, 목록 노동자의 보상, 실업 또는 파업 수당, 동일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부금 및 기타 수입. SNAP, FDPIR, WIC
소득, 연방 교육 혜택과 배치 기관에서 가족이받은 위탁 지불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만 자영업자의 경우, 아래 직장에서 실적, 비용 후 소득을보고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군사 민영화 주택 이니셔티브에 있거나 전투 수당을받을 경우, 소득이 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당신의 사업, 농장, 또는 임대 주택입니다.

제 5 부 : 예 답변 않거나 당신이 응용 프로그램을 좋아하면 당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경우 생성 결정하기 위해 학교 당국에 의해 확인되지합니다

자녀 (가) 학교 교육 수수료 면제 자격.
6 부 : 성인 가족 구성원은 양식에 서명하고 자신의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나열 (또는 상자의 경우를 표시해야합니다
S / 그는)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7 부 : 당신이 선택하는 경우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무료로 소개 자주 ASL {ED의 질문과
저가 학교 급식
친애하는 학부모 / 보호자 :

아이들은 배우고 건강한 식사를해야합니다. 애쉬 랜드시 교육청은 모든 학교 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아침 식사 비용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 등급 I {통해
무료입니다 5 일, $ 1.25 보조 용; 점심 비용 입니다 $ 2.75 초등, 중등위한 $ 3.00. 귀하의 자녀는 무료 급식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소 가격은 $입니다. (30) 아침 식사와 $합니다. (40) 점심으로. 이 패킷은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혜택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및 자세한 지침의 집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와 함께 당신을 도울 수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입니다.

I.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WHO를받을 수 있습니까?
•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 또는 오하이오 작품 우선 (OWF)에서 혜택을받는 가구의 모든 아동은 무상 급식을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 관리 기관 또는 법원의 법적 책임하에 위탁 아동은 무상 급식을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무료 급식을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자, 가출 또는 이주의 정의를 충족 어린이는 무료 급식을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가정의 소득이 연방 소득 자격 가이드 라인의 범위 내 인 경우 어린이는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또는이 차트에 한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귀하의 자녀는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받을 수 있습니다.

학년도 2018-2019 연방 자격 소득 차트
가정용 크기

매년

주간

월간 간행물

1

$ 22,459

$ 1,872

$ (432)

이

30451

2,538

586

삼

38443

3,204

(740)

4

46435

3,870

893

5

54427

4,536

1,047

6

62419

5,202

1,173

(7)

70411

5,868

1,355

8

78403

6,534

1,508

7,992

666

(154)

각 추가 사람 :

2. 어떻게 내 아이가 AS 노숙자, 이주, 또는 RUNAWAY을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의 구성원이 영구적 인 주소 부족합니까? 당신은
쉼터, 호텔, 또는 다른 임시 주택 배치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은 계절에 따라 재배치 하는가? 자신의 전 가족이나 가정을 떠날 선택한 당신과
함께 살고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가정에있는 아이들이 설명을 충족하고 무료 급식을받을 것이다 당신의 아이들에게하지 않은 판단되는
경우로 문의하거나 이메일 애쉬 랜드 시티 학교.

3. 나는 각 아동을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까? 아니. 하나 개의 무료 및 할인 가격 학교를 사용하여

당신의 가정에있는 모든 학생들을위한 급식 신청서. 우리는 완료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을 승인, 그래서 모든 필요 정보를 기입하는 데 확신 할 수 없다. 완성
된 응용 프로그램을로 돌아 가기 : 애쉬 랜드 시티 학교, ATT : 음식 서비스 부서, 1407 클레어몬트 번가, 애쉬 랜드, 44805 오.

나는 내 아이가 이미 무료 급식 승인을 받았다는이 학교의 올해 LE'ITER를받은 경우 4. 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까? 아니, 당신은주의 깊게받은 편지를 읽고
지침을 따르십시오. 당신의 가정에있는 아이들은 자격 알림, 접촉에서 누락 된 경우 419-289-1117 내선 애쉬 랜드 음식 서비스 부서 : 2247 바로.

5. 내 아이의 신청은 지난 해 승인을 받았다. 나는 새를 작성해야합니까? 예. 자녀의 응용 프로그램은 학년도와 이번 학년도의 처음 몇 일 만 좋다. 학교가 귀하의
자녀가 새 학년을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새 응용 프로그램에 보내야합니다. 만약 당신은 학교의 승인을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에 전송하지 않거나
자녀가 무료 급식을 위해, 자녀가 식사에 대한 전체 가격이 청구됩니다 자격이 있음을 통보하지 않았다.

나는 WIC를 가져옵니다. MY 어린이는 무료 급식을받을 수 있습니까? WIC에 참여하는 가정의 어린이는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받을 수 있습니다.

6.

응용 프로그램에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7. 내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합니까? 예. 우리는 또한 당신이보고하는 가구 소득의 서면 증명을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신청은 가능합니까? 예, 학기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소득이 소득 제한 이하로 떨어질 경우

8.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을받을 자격이 될 수 실업자가되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어린이.

9. 본인의 신청에 대하여 학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신은 학교 당국에 이야기해야한다. 애쉬 랜드 시티 학교, A.TT : 비즈니스 관리자, 1407 클레어몬트
번가, 애쉬 랜드, 오하이오 44805 당신은 또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미국 시민하지 않는 경우 10. 적용 할 수있다? 예. 당신, 당신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은 미국 시민이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당신이 일반적으로받는 금액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 1,000을 할 경우,하지만 당신은 지난 달에 몇 가지 작업을 놓치고 단지
$ 900 만든 당신은 한달에 $ 1000 만든 것을 내려 놓고. 만약 당신은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 수를 포함하지만 당신은 단지 초과 가끔 작업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은 직장을 잃었거나 시간 또는 임금이 감소하여 현재 소득을 사용 있었다.

일부 가족 구성원은보고 할 소득이없는 12 만약에? 가족 구성원은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보고하도록 요청, 또는 모든 소득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몇
가지 유형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 때마다 필드에 O를 적어주세요. 어떤 소득 필드가 비어 있거나 비어 있습니다 경우, 그 또한 제로로
계산됩니다. 소득 필드를 비워 떠날 때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할 의미 가정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우리는 군대에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득 다르게 신고합니까? 귀하의 기본급 및 현금 보너스는 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당신은 오프베이스 하우징,
음식, 또는 의류에 대한 현금 가치 수당, 그것은 또한 소득으로 포함되어야 얻을. 귀하의 주택이 군사 주택 마련 민영화 구상의 일환 인 경우에는 ,, 소득 귀하의
주택 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포로 인한 모든 추가 전투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14. 무엇 MY FAMILY FOR 애플리케이션에 충분한 공간이 없으면? 별도의 용지에 추가 가족 구성원을 나열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합니다. 두 번째 응용
프로그램을받을 수, 2247 : 419-289-1117 내선 애쉬 랜드시 학교 음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15. 왜는 교육 수수료 면제 내 동의를 제공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어요? 오하이오 주 공립학교는 아이들을위한 학교 교육 수수료를 면제하는 데 필요한 사람
무료 식사 혜택 품질. 학교 음식 서비스 담당자는 학생들의 식사 응용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경우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귀하의 자녀 (들) 품질. 만약 당신은 그 5 부에 "예"확인 (들)의 식사 응용 프로그램이 당신의 아이가 그 / 그녀 / 그들이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과 공유 할 수 있도록하는 데 동의합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공유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아이가 수수료 면제 고려 될 수 없습니다
의미합니다이 질문에 대한 응답 부분 5에 "아니오"를 확인하지 않으. 어느 쪽이든 당신의 자녀 (들)이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받을 것인지 여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이 질문에 대답.

16. 우리 가족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용 할 수있는 거기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오하이오 SNAP 또는 기타 지원 혜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 보려면 해당 지역 지원 사무소에 문의 또는 877-852-0010를 호출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419-289-1117 x2247에서 애쉬 랜드시 학교 음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진정으로,
크리스티 워드,
애쉬 랜드 시티 학교 음식 서비스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