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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15 NEWSLETTER
 2015년도 2월 연방정부 상환금입니다. (DUE DATE 안에 접수된 클레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월분의 모든 서류들 (Regular/Infant Form & CIF)은 늦어도 5월5일까지 사무실에 도착 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하시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CHOOL AGE NOTE:

봄 방학 동안 풀 타임으로 출석하는 school aged Children 은 CIF 나
온라인 클레임을 하실 때 school age note / school out 을 기입하셔야만 AM snack 이나 점심 클레임에 대한
상환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PERMANENT STANDARD AGREEMENT 보내지않으신
원장님들께서는 늦어도 4 월 10 일까지 에버그린으로 보내주세요. 4 월 10 일까지 보내지 않으신
원장님등께서는 Serious Deficient Provider 로 간주됄수잇습니다. 이서류를 프린트하실받려면 저희
웹사이트 evergreencacfp.org 에 들어가셔서 싸이트 상단부에잇는 FORMS 라는 Tab 을 클릭하시고 “ECCI
Permanent Standard Agreement” 라는 이름에 서류를클릭하시면 됍니다. 혹시 찾으시는대
도움이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고기나 고기대체 음식 list 에 적용돼는 새로운 약자 소개

: 온라인으로

클래임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몇몇 고기대체품중 FBCE 라는 약자를 보시게 됍니다. FBCE 는 FREE OF
BYPRODUCTS, CEREALS AND EXTENDERS 의 약자이며 고기부분만사용, 전분이나곡식가루사용안함
그리고 무식물단백질 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특히 핫도그 프랭크나 런치밑트를 구입하실때
꼭확인하세요. FBCE 가 아닌상품은 상환이돼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FREE OF BYPRODUCTS, CEREALS AND EXTENDERS.


CHANGES TO DAYCARE OPERATIONS: 식사클래임을 안하시는 날인 경우
리포트시 또는 온라인클래임시 컴퓨터나 인터넷문제로 그날클래임 의뢰는 앞으로는 에메일을
사용해주세요: 이전에는 근무시간이후는 멧세지를 전화 answering machine 에 남기셧는대 전달이
안돼는 경우가 종종 잇엇습니다. 보안방법으로이메일전달 방법을 시작합니다. 이메일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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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TILLA CHIPS: Tortilla chips may be credited as a grains/breads
serving when the first ingredients is: 또띠아 과자는 아래성분중 한가지로
만들어지면 상환가능합니다.
-Whole-Grain
-Whole-Corn
-Enriched Meal
-Enriched Flour

CREDITABLE

NOT CREDITABLE

Reason: First ingredient is WHOLE CORN

Reason: First ingredient is NOT whole

-서류로 클래임시: 상환받으실려면사용하시는 상품사진앞뒤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CIF 에 상호명과 주성분을 적어주세요
-온라인 클래임시

: 상환받으실려면사용하시는 상품사진앞뒤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원장님 Brand list 를 업데이트해주세요.

DAILY IN & OUT REGULATION(출석시간을 각아이마다 매일기록하셔야하는 경우) :
매일기록돼는 출석 인원이 라이센스 허가 인원보다 많을경우 및 / 또는 매일 클래임 하는 식사의 숫자가
라이센스 허가 보다 많을시, 원장님께서는 모든어린이들의 DAILY TIME IN/OUT 기록하셔야합니다. DAILY
TIME IN/OUT 은 온라인크래임을 통해서만하실수잇음을 알려드림니다.


HARVEST OF THE MONTH: CARROT
The vegetable of the month are carrots. Carrots are a good source of Vitamin A
along with butternut squash, sweet potatoes and dark green leafy vegetables like;
spinach, kale, collard greens and bok choy. Making half your plate with a variety
of fruits and vegetables is a good start towards healthy liv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its customers, employees, and applicants for employment on the base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age, disability, sex, gender identity, religion, reprisal,
and where applicable, political beliefs, marital status, familial or parental status, sexual orientation, or all or part of an individual’s income is derived from any public assistance program, or protected genetic information in
employment or in any program or activity conducted or funded by the Department. (Not all prohibited bases will apply to all programs and/or employment activities.) If you wish to file a Civil Rights program complaint of
discrimination, complete the USDA Program Discrimination Complaint Form, found online at http://www.ascr.usda.gov/complaint_filing_cust.html, or at any USDA office, or call (866) 632-9992 to request the form. You
may also write a letter containing all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the form. Send your completed complaint form or letter to us by mail at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Director, Office of Adjudication,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by fax (202) 690-7442 or email at program.intake@usda.gov.Individuals who are deaf, hard of hearing or have speech disabilities may contact USDA through the
Federal Relay Service at (800) 877-8339; or (800) 845-6136 (Spanish). USDA is an equal opportunity provider and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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