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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시작과함께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돼엇습니다.  바쁜 스케줄속에서도 항상 아이들건강을 위하여 신경쓰시는 원장님들께 에버그린 에서는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CCI 2015 세미나 및 교육 매년 실시되는 CACFP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WORKSHOP이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오전 8 시 30 분부터 11 시까지 입니다.  이번 WORKSHOP은  GARDEN SUITES HOTEL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호텔의 주소는 681 S. Western Avenue  LA  CA  90005 입니다.  또한 이전과 동일하게 아침식사가 제공돼며 참가비는 20 불로 당일에 캐쉬로 받습니다.   

CACFP ANNUAL WORKSHOP은 음식보조 프로그램에 가입하신 모든 원장님들께서 꼭 참석 하셔야 하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Workshop에 참석하시지 않으시게 되면 음식보조 프로그램에서 클레임을 하실 수 없으며 Serious Deficient Provider로 간주 되신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2015 Korean workshop registra2on(싸이트 상단부 핑크색 인 
Forms 을 클릭하세요)  서류를 프린트 하시구 작성하셔서 8월 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ALENDAR OF 

EVENTS  

07/01/15– May 2015 

Reimbursement was 

disbursed 

 

07/03/15—ECCI 

office will be closed 

 

07/04/15–  American 

Independence Day 

 

3960 Wilshire Blvd. Suite 306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3850  

Fax. (213) 380-9050 

joinecci@gmail.com 

www.evergreencacfp.org 

7월분의 모든 서류들 (Regular/Infant Form & CIF)은 늦어도 8월5일까지 사무실에 도착 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하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으로 클래임하시는 원장님께서는 7 월달클래임이 끝나면 바로 에버그린에 보내주십시요.  8월5일 이후에 받은 모든클래임은 Late Claim 으로 간주돼어 받는 날짜에 따라  8 월 마지막주 또는 9월 20 일에 CDE 에 접수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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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Aged Note: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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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임 않하는 아이들: 현재  등록돼어잇는 아이들중 클래임 하지않는 아이들은 등록로스터 에서 제외시키셔야합니다.  제외 방법은 다음과같습니다. 

 서류를 통한 클래임시:  CIF 하단부에 잇는 란(Children leaving your care)에 적으시고 그 달 클래임과같이 보내주시면 됍니다    온라인을 통한 클래임시:  List Children 이라는 아이콘을 누르시고 다시한번 Select Child 을 누루시면 등록됀 모든 아이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이름들중 제외 시키고 싶은아이이름을 선택하셔서 Withdraw 버튼을 누르시면 됍니다.  

Serious Deficiency: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중 하나입니다.  여러원장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Serious Deficiency 절차를 다시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이전에 아래에 적혀져잇는 Regula2on 에 위반사항이 잇으셧는지 알고싶으시면 에버그린에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겟습니다. 

• 매일 기입하셔야 하는 서류를 update 안하셨을때 
• Meal claim서류를 방문시 보여주시지 못하셨을때 
• Provider’s Absence Policy 와 Call-In Policy를 준수하지 않으셨을때 
• 방문을 올바르게 끝내지 못했을때 (일년동안 3번이상의 방문과 2번의 식사를 관찰하지 못했을때) 

• 식사 시간에 맞춰 음식을 주시 않으셨을때 
• 거짓으로 식사를 claim 하셨을때 (출석한 아이들에 한해서만 claim하셔야 합니다.) 

• Meal Pa>ern requirement에 나온 양에 맞게 식사를 제공하시지 않으실때 
• Over license capacity이실때 
• Daycare 이 청결하지 않거나 아이들에게 위험할때 
• 일년에 한번있는 workshop에 참석하지 않으셨을때 
• 동시에 한곳이상의 에이전시를 통하여 프로그램제공을 받으실경우 
• 방문시 등록됀아이이의 프로그램제공 여부를 확인할수없을경우 
• 방문시 식사참관 아이의 숫자와 클래임돼는 아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잇을경우 
• 클래임에관한 모든서류를 4 년간 보관하지않을경우 
• Daycare 갱신 서류를 제출하지않으실경우 
•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돼어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 

Did you know that potatoes are 

America’s #1 vegetable crop?  감자는 미국에서야채중 가장많이수확돼는 작물입니다 .  미국인한사람이 년간약60 킬로그램의 양을 섭취합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C, 그외에 다른종류의 비타민, 미네럴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몸에필요로하는 에너지생산을도와줌)  포함하고 잇습니다 
Here are some healthy serving ideas 

for potatoes:   

1. Boil, bake, roast or grill pota-

toes.  Sprinkle with fresh herbs 

and spices.  

2. Top baked potatoes with 

mashed avocado instead of 

bu>er. Other toppings include 

salsa, broccoli, low-fat cheddar 

cheese and low-fat co>age 

cheese.  

3. Boil cubes of potatoes and car-

rot slices. Mash with a small 

amount of reduced-sodium 

chicken broth to make orange 

mashed potatoes.   

 

Source:  

www.harvestoDhemonth.cdph.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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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Keeping 서류 기록유지에 관한 규정  처음발견시 : 방문중 서류기록이 이틀미만 않돼어잇을경우  서류 유지규정에 관하여 재교육을 해드리며 기록이 돼지않은 식사클래임은 상환해드리지않습니다.  지적받으신 문제에 관하여 원장님꼐서는 수정사항과 계획을 적으셔서  에버그린에 제출하실수도 잇으시며 또한  재방문이 실시됄수도 잇습니다.       

 

***이 틀이상의 기록이 않돼잇을경우는 바로 Serious Deficiency 로 간주됍니다.  혹시라도 이후방문중 같은지적을 받으시면 Propose termina2on 

and disqualifica2on 절차가 시작됍니다. 

 두번째 발견시: 같은 문제가 다시 발견됄시  Serious Deficiency 로 간주돼며 SD 절차가 시작됍니다.  

 

3 번 째 발견시 :  3 번째발견시 Propose termina2on and disqualifica2on 절차가 시작됍니다.  

 

 Call-in Policy (클래임 안하실경나 변경사항들을 미리 에베그린에 미리 알려주셔야하는 규칙)  

 첫발견시:  방문중 처음 발견시 Call-in Policy에 관하여 재교육해드리며 미리 승인 없는 클래임 또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상환해드리지않습니다.  지적받으신 문제에 관하여 원장님꼐서는 수정사항과 계획을 적으셔서  에버그린에 제출하실수도 잇으시며 또한  재방문이 실시됄수도 잇습니다 두번째 발견시:  재발견시 Serious Deficiency 로 간주돼며 SD 절차가 시작됍니다. 

 

3 번 째 발견시:  3 번째발견시 Propose termina2on and disqualifica2on 절차가 시작됍니다. 

 등록서류나 등록거절서류없이 아이를 보실경우   첫발견시:  방문중 처음 발견시 이사항에 관하여 재교육해드립니다.   모든 원장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에버그린과 계약시 계약조건들중 하나가 등록됀 아이부모님에게 유치원이CACF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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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받으신 문제에 관하여 원장님꼐서는 수정사항과 계획을 적으셔서  에버그린에 제출하실수도 잇으시며 또한  재방문이 실시됄수도 잇습니다  두번째 발견시:  재발견시 Serious Deficiency 로 간주돼며 SD 절차가 시작됍니다. 

 

3 번 째 발견시:  3 번째발견시 Propose termina2on and disqualifica2on 절차가 시작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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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메뉴 반복(같은주안에):  근래 같은주안에 동일한 메뉴제공사례가 많이 발견돼고잇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같은주안에 동일한 메뉴로 클래임됀 식사는 상환이돼지않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 한 연구결과에서는 과일 그리고 야채의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않은 사람에 비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또한 과일과 야채는 여러가지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많이 갖고잇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 식단에 항상 여러가지의 과일과 야채를 제공하여주세요.   

 

Minute Menu 에 새롭게 Update 됀 음식들(ONLINE CLAIMING)  

•Granola (124) 

•Almond Bu>er (145)  

 

측정단위 환산 차트: 부엌에 붙여놓으신 Meal pa>ern chart 에서 사용돼는 측정단위들의  이해하시는대 도움을드리고자 가이드를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드리니 궁금신 사항이잇으시면 연락주세요. (Evergreencacfp.org) 측정단위 환산 차트: Visit the link below to view the metric conversion chart 

 h>p://evergreencacfp.org/uploads/1435712417metric-equivalents-for-food-buying-guide.pd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prohibits discrimina2on against its customers, employees, and applicants for employment on the bases of race, color, na2onal origin, age, disability, sex, gender iden2ty, religion, reprisal, and where applicable, poli2cal beliefs, marital status, familial or 

parental status, sexual orienta2on, or all or part of an individual’s income is derived from any public assistance program, or protected gene2c informa2on in employment or in any program or ac2vity conducted or funded by the Department. (Not all prohibited bases will apply to all 

programs and/or employment ac2vi2es.) If you wish to file a Civil Rights program complaint of discrimina2on, complete the USDA Program Discrimina2on Complaint Form, found online at h>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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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r containing all of the informa2on requested in the form. Send your completed complaint form or le>er to us by mail at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Director, Office of Adjudica2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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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2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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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