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Y 2015 NEWSLETTER 
 

2015년도 3월 연방정부 상환금입니다. (DUE DATE 안에 접수된 클레임)  5월분의 모든 서류들 (Regular/Infant 

Form & CIF)은 늦어도 6월5일까지 사무실에 도착 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하시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으로 클래임하시는 원장님께서는 5 월달클래임이 끝나면 바로 에버그린에 보내주세요.  6월5일 이후에 받은 

모든클래임은 Late Claim 으로 간주돼어 6 월 30 일 또는 7 월15 일에 

접수됍니다.   

 

 

 음식제공시간: 지난 몇달동안 방문한 기록에 의하면 몇몇 원장님들께서 에버그린과 약속하신 

식사시간과 맞지않게 식사제공이돼는것이 발견돼엇습니다.  에버그린과 약속하신 식사시간은 

꼭준수하셔야하며 혹시라도 그러지못하실 경우에는 에버그린에 미리연락하셔서 사유와 변경사항을 

알려주셔야합니다.  또한 연락없이 변경하신 식사의경우 상환을 받을수 없으며 또한 Serious Deficiency 로 

간주됄수잇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메일(E-Mail) 통한 연락방법:  원장님들께서 유치원을 닫거나 정해진 식사제공을 안하실경우 

에버그린에 미리 연락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그런사항들을 전화상으로 알려주셧는대 

앞으로는 이 메일(E-Mail) 을 통해 알려주실것을 권장합니다. 이 메일을 사용하면 에버그린 또한 원장님들에게도 

연락하신 날짜, 시간 그리고 멧세지 등이 정확이 전달돼고 기록됌으로 전달이 잘돼지않는 혼동들을 피하실수잇습니다. 

이 메일주소는 joinecci@gmail.com 입니다.   

 

이메일 메세지의 몇몇 예:   

 

 원장님성함 및 아이디 번호:   이  미셸,   Provider #1698 

Message:  오늘(6-23-15)은 야외수업관계로 점심을 클래임하지않습니다. 멧세지 받으시면 확인 멧세지 

부탁드립니다.  

  

----------------------------------------------------------------------------------------------------------------------------- ---------------------------- 

          원장님성함 및 아이디 번호:   이  미셸,   Provider #1698 

Message:  6 월 1 일붙터 식사 스케줄을 변경원합니다.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Lunch: From 11:30am to 12:00 pm 

      PM Snack: From 3:30pm to 3:00 pm 

      Dinner: From 5:30pm to 5:00pm 

 

멧세지 받으시면 확인 멧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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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아이들등록시: 모든 원장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에버그린과 계약시 계약조건들중 

하나가 등록됀 아이부모님에게 유치원이 CACFP 에 가입돼어잇으며 또한 각등록아이들에게 

평등하게 프로그램이  제공돼구잇음을 알려야합니다.  위의 의무는 아이 등록전이나 첫날 

출석전에 부모나 보호자 에게 알려주셔야합니다.  에버그린에서는 아이 등록서류를 통하여 

원장님들께서 위의 의무를 실행하셧는지 확인합니다.  

예:  마크라는 아이 첫 등교일이 6 월 1 일 이면 6 월 1 일 이전 또는 당일날 마크가 등교시에  부모님이 

싸인하시고 다 작성됀 등록서류가 준비돼어잇어야합니다.  

 

혹시나 아이 부모님께서 프로그램설명후 본인 아이의 등록거절하실겨우 아래와같이 하시면 됍니다  

1. 서류로 클래임 시: 원장님들께서는 등록서류에 적혀잇는 12. NON-PARTICIPATING 과 

나머지 번호들을 작성하신후 부모님싸인을 받아 에버그린에 제출해주시면 됍니다. 

2. 온라인클래임시: 등록절차를 마친후   PARTICIPATES IN CACFP(첫번째 스크린)에 돼어잇는책크를 

한번더 누루셔서 책크 마크를 지우시고 Finalize 하시면 됍니다.   

 

 HARVEST OF THE MONTH(이달의 수확): Strawberries 

 

Did you know that Strawberries are an excellent source of Vitamin C.  Vitamin 

C helps your immune system. It helps fights off sickness and infections.  Our 

body cannot naturally make Vitamin C so we need to add fruits and vegetables 

that are rich in Vitamin C as part of our daily diet.(딸기는 비타민 C 가 

풍부함으로 면역력을 길러주며 질병이나 염증을 이기는대 도움이 됍니다. 

또한 사람몸은 비타민 C 를 만들지못하기때문에 과일 이나 야채를 통하여 

매일 섭취하셔야 합니다)   

Here are some produce tips when buying strawberries:  

1. Look for plump berries with a natural shine, rich red color, bright 

green caps and a sweet smell.  

 

2. When buying frozen strawberries, look for the “no sugar added” on the 

label.  

 

3. Unwashed strawberries should be stored in the refrigerator for up to 3 

days.   

 

4. Before serving make you gently wash them with the green caps still on 

for food safety. 

 

(Source:  www.harvestofthemonth.cdph.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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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