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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1월 연방정부 상환금을 우송 하오니 (DUE DATE 안에 접수된 클레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월분의 모든 서류들 (Regular/Infant Form & CIF)은 늦어도 2월5일까지 사무실에 도착 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하시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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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겨울 방학 동안 풀 타임으로 출석하는 school age children은 CIF나 온라인 클레임을
하실 때 school age note / school out 을 기입하셔야만 AM snack이나 점심 클레임에 대한 상환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chool aged note:

온라인 으로 클래임 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자신의 데이 케어 에서 제공하는 모든 씨리얼 목록을
제출해야합니다. 일반 종이에 씨리얼 이름을 나열하고 메일 , 전자 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에버그린 에 보내 주십시오
제출 하기 전에 원장님 이름 , ID 번호 그리고 서명을 하여 보내주세요. 이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아이들에게
제공하시는 시리얼
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리얼은 첫번쨰 구성물이
이나
여야 합니다 리스트는 2015 년 1 월 16 일 (금요일) 까지 보내주십시요
씨리얼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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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Kids을 사용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인터넷으로 클레임 하실 때 어느 이유에서건
인터넷 다운, 컴퓨터 고장 등등) 클레임을 WebKids에 기록 하시지 못하실 경우 해당하는 날에 저희
오피스로 전화하셔서 메시지 남겨주신 후 동일한 날짜에 Weekly worksheet 또는 daily worksheet과 메뉴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사진 찍어 보내주셔야만 저희가 기록해 드립니다. 클레임을 못하신 날짜가 지난 후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기록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원장님께서 잊으시고 기록 안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잊고 안 하신 것은 원장님께서 상환금만
안받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 Serious Deficiency로 간주 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CDE 감사: 교육국 감사가 시작돼었습니다. 식사는 항상 스케줄에 맞추어 제공하시고 식사시간에
참석한아이들만 클래임 가능함니다. 각아이들 등록서류 copy 는 보여주실수있게 찾기쉬운곳에
준비하셔야합니다. 또한 메뉴에 적혀있는 모든것이 식사시간에 한번에 제공돼어야합니다. 우유는 나이에
맞게 제공하셔야합니다

WebKids:
(

NEW CREDITABLE WHOLE CORN FLOUR: We have found a new creditable Tortilla:
• “Bob's Red Mill” (first ingredient Whole Grain Corn)
*You may find this product at Wal-Mart.

한국어 교육이 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이 필요하신 원장님 또는 선생님들께서는 담당자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CPR & FIRST AID
(SHARON LEE 562-622-6046)

위의 사항에 대해 궁금 하신 점이 있으시면 에버그린 213-380-385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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