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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green Child Care Food Program 
3960 Wilshire Blvd. Suite 306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0-3850/5345   Fax. 213-380-9050 

E-mail: joinecci@gmail.com 

 

 
March 2017 Newsletter 

CALENDAR OF EVENTS 

03/07/2017 – 2017 January Reimbursement Disbursement.  

03/12-18/2017– Na�onal CACFP Week  

 

REIMBURSEMENT REMINDER 

January 2017 상환금은 수요일, 3월 8 일에 지급 됩니다.   

 

Manual Claiming Providers: All March claim forms must be submi+ed by no later than April 5, 

2017. If documents are submi+ed any�me later, meal claims will be considered a late 

(adjustmen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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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Na�onal CACFP Week ! 

March 12-18, 2017 

 

 

 

 

 

 

 

이번달 3/12 부터 18 일까지는연방정부에서  

정한CACFP 주간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관하시는 모든 데이케어 원장님께 

이번주간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CORD RETENTION REQUIREMENT(기록 
보존 규정):  기록 보존 규정은 프로그램 (CACFP)에 참여하는 모든  데이케어에 해당되며 모든 CACFP 문서의 사본을 

 

서류로 클래임시 보관하셔야 하는 서류: 

 

• 데이케어 아이들 등록 갱신 서류  
• 데이케어 아이들 등록서류 및 업데이트 된 등록서류 

• 매달 메뉴 서류 

• Claim Information forms (CIF) 

• 의료 진술서 / 우유 대체 양식 (해당되는 경우) 

• Meal Benefit Forms (해당되는 경우) 

• 에버그린과의 계약서류등(영구 표준 계약) 

• CACFP와 관련된 기타 문서 

 

온라인으로 클래임시 보관하셔야 하는 서류: 

• 데이케어 아이들 등록 갱신 서류  
• 데이케어 아이들 등록서류 및 업데이트 된 등록서류 

• 매달 메뉴 서류 

• Claim Information forms (CIF) 

• 의료 진술서 / 우유 대체 양식 (해당되는 경우) 

• Meal Benefit Forms (해당되는 경우) 

• 온라인 클래임 이전 서류로 클래임시들 서류들 

• 에버그린과의 계약서류등(영구 표준 계약) 

• CACFP와 관련된 기타 문서 

 

**Evergreen Child Care Inc. (ECCI) 및 / 또는 California Depart-

ment of Education (CDE) 직원은 방문시 현재 데이케어 아이들 등록 갱신 서류  사본  및 / 또는 등록서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위반하실경우: 

 

• 첫번째 발생시 : 모든 CACFP 문서의 사본을 보유하지 못한  데이케어는 기록 보존 규정에 관련하여 교육을 받게됩니다.  또한 에버그린에서는  Corrective Action Plan(CAP)  요구합니다.  제출하신 CAP 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30 일 이내에 후속 방문이 실시 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발생 : 첫번째 발생후  방문에서 기록 보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ECCI는 SD 로 간주하고 SD절차를 시작합니다.  또한  30 일 이내에 후속 방문이 실시됩니다. 

*위의 규정을 지킬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 : 

 현재 아이들등록서류 갱신 사본, 신규 아동 등록 및 업데이트 된 등록 서류를 함께 회계년도에 맞추어 보관하시고 또한 다른 모든 서류들도 회계년도 및 각 달에 맞추어 보관하시면 방문을 받으실 경우기록보존 규정을 어기는 일이 줄어들것 입니다.  

(회계년도는 10 월 1 일부터 다음 해 9 월 31 일까지입니다). 

 

 

 

For more informa�on:  h+p://evergreencacfp.org/

uploads/14714759052016-ecci-provider-manu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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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NUT BUTTER/ALMOND BUTTER:   

 땅콩 / 아몬드 버터는 제공되는 식사 및 스낵  중 고기 대체 구성 성분입니다.  땅콩 / 아몬드 버터 제공시 (점심 및 저녁 식사)  최소 서빙 크기를 충족 시키려면 3-5 세 아동에게는   
3 스푼 이상,  6-12 세 아동에게는최소한 4 개의 테이블 스푼을  제공해야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양의 땅콩 / 아몬드 버터는 보통 아이들이 먹기에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에버그린에서는 이런 문제를 완화할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아래에 적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땅콩 / 아몬드 버터를 제공하실경우. 

 

• 땅콩 / 아몬드 버터를 제공시,  크레딧을 받으려면 테이블 스푼 양을  메뉴나 CIF 아님 Menu comment 칸에 용량을 충족하신  다는 것을 증명 하여주세요.  

• 땅콩 / 아몬드 버터 이외에 또 다른 고기 나 대체 성분을 같이 제공하실경우 크레딧 받기 위해서는  땅콩 / 아몬드 버터와  두 번째 고기나 대체 성분을 메뉴에 적으셔야합니다.(예: 땅콩 버터 및 치즈 큐브를 적습니다) 

• 에버그린에서는 땅콩/아몬드 버터 제공시 치즈 큐브 또는 ½ 의 삷은 달걀등을 같이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LUNCH & DINNER-PEANUT BUTTER REQUIRED TABLE SPOONS 

 

 

SNACKS-PEANUT BUTTER REQUIRED TABLE SPOONS 

 

 예를 들어, 점심 또는 저녁 식사의 경우 3-5 세 아동에게 다음을 제공 할수있습니다. 

• 1 tablespoon peanut bu+er and a side of string cheese 

• Whole Wheat Bread  

• Apple Sauce 

• Baby Carrots  

• 1% or Fat-free Milk.  예를 들어, 스낵제공시 3-5 세 아동에게 다음을 제공 할수있습니다. 

• 1 tablespoon of peanut bu+er  

• Whole-Wheat Bagel  

  자세한 내용의 최소 서빙 크기는 식사 패턴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1-2 YEARS OLD 3-5  YEARS OLD 6-12 YEARS OLD 

  

 

1-2  YEARS OLD 3-5 YEARS OLD 6-12 YEARS OLD 

   



4 

IMMIGRATION FEARS: 현 정부의 불체자 단속  현 정부에서 불체자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최근 소식이 알려지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데이케어 학부모들의  아이들을 케어 하시는 원장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유치원 및 보육 장소는 이민법 집행 (ICE 습격) 법에 보통은 제외되는 곳중에 하나입니다. (“sensitive locations”)  미국 교육부는  위의 법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 대한 인포를 발표하였고 그중하나가 데이케어 라고 표시 해놓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For more informa�on and to access the fact sheet, please visit:  h+ps://www2.ed.gov/about/overview/focus/safe-spaces-fact-sheet.pdf 

 

HARVEST OF THE MONTH:  AVOCADO    아보카도가 실제로 야채가 아니라  과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보카도가 야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보카도는 Lauraceae라고 불리는 꽃 식물 가족이며 상록 과일 나무에서 유래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되는 아보카도는 80 가지가 넘으며 가장 일반적인 아보카도는 Hass  아보카도 입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monosaturated 지방 (건강한 지방)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Monosaturated 지방 (건강한 지방)은 세포를 만들고, 비타민을 흡수하며, 신체의 "나쁜"콜레스테롤 수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신체의 "좋은"콜레스테롤 수치 (HDL)를 높일 수있는 영양소입니다 

 아보카도를 사용한 몇가지 건강식 아이디어 입니다:   

 아보카도를 사용하여 아보카도와 살사를 만드세요. 구운 통밀 토틸라 칩, 구운 감자 또는 샐러드와 함께 제공하십시오 마요네즈 대신 샌드위치에 으깬 아보카도를 발라서 드세요.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스크램블 계란위에 타핑하시고  통밀 토스트와 1 % 또는 무 지방 우유로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제공하십시오. 

California Stacker Recipe:California Stacker Recipe:California Stacker Recipe:California Stacker Recipe:    
Ingredients 

• 3 ripe avocados (잘익은 아바카도 3 개) 

• 1 (16 oz) basket of cherry tomatoes (체리 토마토  한 바구니(16 oz) ) 

• 1 bag of whole-wheat crackers( 통밀 크래커) 

Direc�ons: 아보카도를 반으로 자르고 껍질과 씨를 제거 합니다.  칼로 아보카를 알맞게 자르세요.  

 아보카도 한 스푼을 크래커 위에 올려 놓고 위에 토마토 한 개를 쌓으십시오. 

**오전 또는 오후 스낵으로 우유(1% / Non fat) 와 함께 제공하시면 건강 식단이됩니다.  연령 그룹별로    적절한 분량을 음식  차트에서 확인후 제공하여주세요. 

Source:  (h+p://harvestoAhemonth.cdph.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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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7 NUTRITION EDU-

CATION SERIES: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프리스쿨 아이들은 성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부모님과 롤모델이하는 행동들을 모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의 테이블 매너, 새로운 음식을 시도 하려는 의향, 그리고 선호도를 모방합니다. 데이케어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식사 습관을 함께 형성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 보세요. 식사 및 간식 계획 메뉴를 미리 계획 할 때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메뉴에  넣으세요.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메뉴플랜은 데이케어 아이들의 영양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내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는 메뉴를 계획하십시오.  식사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세요 

 가능할 때마다 자녀들과 식사를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 준비를 도와 줄      수있게하십시오. 준비시 그들을  웃게 만든는 화제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식사 시간을 낙관적으로 유지하세요. 

 건강에 좋은 간식 선택 

  

Whole-Wheat 빵 위에 저지방 치즈와 슬라이스 토마토를  얻으셔서 스낵을 제공하시거나 아님 100 % whole-wheat 

mini 베이글에 너트 버터를 발라서 제공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음식의 색, 느낌 또는 향기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관심을 갖을수있게 이야기 해주세요.  식사 중에 다른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도록하십시오. 미각 개발 프리스쿨 아동이 많은 음식의 맛을 깨달을떄, 식사를 계획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한 어린이가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는대 약 12 번의 시도가 걸릴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마켓 방문 마켓 방문은 프리스쿨 아동에게 음식과 건강식을 가르칠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과 함께 마켓에 나가서 음식의  출처와 성장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에게 제공하게 하세요 

 조금씩 자른 고기나 생선을  작은 서빙 도구에 제공하여  아이들이 알맞는 양을 섭취할수있게 하여 주세요.  아이들이 섭취후 그래도 배가 고프면 직접 요구할수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음료도 중요합니다 물은 아이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우유는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항상 물을 제공하고 무 지방 또는 1 % 저지방 우유를 음료 선택으로 제공하고 주스는 일주일에 한 번의 제공으로   제한하십시오. 과식하지않게 도와주세요 음식이 남겨져있던 아님 없던 아이가 배가 불으면 과식 하지않게 먹는것을 멈추도록 격려하십시오. 캔디나 음식보다는 칭찬으로써  아이들의 격려하여 주세요  과자, 디저트 또는 간식으로써 보상하여주면 아이들은 보상으로써 받는 음식들이 다른 건강한 음식보다 좋다는 편견을 갖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칭찬과 보살핌으로 아이들을 격려하여 주세요.  

Source: h+ps://choosemyplate-prod.azureedge.net/sites/default/

files/ten�ps/DGTipsheet38BuildHealthyMeal�meHabits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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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Federal civil rights law and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civil rights regula�ons and policies, the USDA, its agencies, offices, and 

employees, and ins�tu�ons par�cipa�ng in or administering USDA programs are prohibited from discrimina�ng based on race, color, na�onal origin, sex, 

disability, age, or reprisal or retalia�on for prior civil rights ac�vity in any program or ac�vity conducted or funded by USDA. 

Persons with disabili�es who require alterna�ve means of communica�on for program informa�on (e.g. Braille, large print, audiotape, American Sign Lan-

guage, etc.), should contact the Agency (State or local) where they applied for benefits.  Individuals who are deaf, hard of hearing or have speech disabili�es 

may contact USDA through the Federal Relay Service at (800) 877-8339.  Addi�onally, program informa�on may be made available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To file a program complaint of discrimina�on, complete the USDA Program Discrimina�on Complaint Form, (AD-3027) found online at: h+p://

www.ascr.usda.gov/complaint_filing_cust.html, and at any USDA office, or write a le+er addressed to USDA and provide in the le+er all of the informa�on 

requested in the form. To request a copy of the complaint form, call (866) 632-9992. Submit your completed form or le+er to USDA by: 

(1) mail: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2) fax: (202) 690-7442; or 

(3) email: program.intake@usda.gov. 

 

This ins�tu�on is an equal opportunity provider. 

Nadia Battle 

Rubilie Castaneda 

Graciela Ceja 

Sandra Chica 

Aida Corona 

Monique Duarte 

Lenita Exner 

Gabriela Garcia-Armenta  

Teresa Gevorkyan 

Irma Gonzalez 

Shelly Gray 

Guadalupe Isidoro 

Stephanie Jenkins 

Eun Ha Kim 

Hyei Jin Kim 

Heshmat Lotfizadeh  

Laura Maldonado 

Mariza Mendoza 

Diedre Mitchell-Miller 

Fani De Moore  

Ana Adilia Perez 

Brenda Pilcher 

Edith Prudhomme 

Connie Sue Riemersma 

Maria River De Fernandez  

Edgar Salazar 

Toni Tyre 

Linda Williams 

Hannah Kyoung Woo 

Sylvia Zamora 

 

 

 

Happy Birthday 

Evergreen Provid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