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급식 및 특별 혜택
HS 학생들을 위한 특별 혜택 및 무료 혜택
급식 프로그램 신청에 기타 특별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학교 급식

학교 기금

매일 학교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아침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개선 향상을 위해 20% 더 많은

제공합니다

기금을 받습니다

대학 지원비 면제
모든 CSU 와 UC 를 포함한 참여 대학 및
종합 대학교에 대한 대학 지원비
무료(정규 수수료 각
$70-$80)

인터넷 이용료

무료 또는 할인
AP, SAT, PSAT, ACT
시험 응시 수수료

및 유틸리티 요금

• 무료 SAT 및 ACT 테스트(정규 수수료 $68)

AT&T,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의

• 무료 11 학년 PSAT(정규 수수료 $18)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기기

• 무료 SAT 점수 대학으로 무제한 발송(정규 수수료 각 $12)

(예: 노트북) 및 유틸리티 요금에 대한 할인/크레딧

• $33 AP 테스트 수수료(AP 테스트당 정규 수수료 $94)

오늘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WWW.FJUHSDFOODSERVICES.ORG
기한: 2021 년 10 월 29 일 금요일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경우 바이러스 대유행 기금 및 추가 EBT 카드와 같은 기타 자동
혜택도 제공됩니다.
문의사항? FJUHSD 푸드 서비스 (Food Services) 팀으로 연락하십시오
714.870.2820 또는 foodservices@fjuhsd.org
www.fjuhsdfoodservices.org | Fullerton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푸드 서비스

스캔하세요

무료 급식 및 특별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 - 1 페이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FJUHSD Food Services 팀 | 714.870.2820 | foodservices@fjuhsd.org

www.fjuhsdfoodservices.org
교육구 및 나의 학교는 2021-22 학년도에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JUHSD 가구 정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SAT/PSAT 응시 수수료 면제"라고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SAT 응시 수수료 면제는 미국 또는 미국 영토의 저소득층 11 학년 및 12 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시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912 학년 학생들은 SAT 과목 시험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22 학년도에는 모든 학생들이 무료 급식(아침 및 점심)을 받게 되지만, 정식 재학생은 가정
인터넷 이용료 절감, SAT/ACT 시험 및 일부 대학 지원비 면제, AP 시험 수수료 감면 등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에 "예"라고 답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NSLP)에 등록했거나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경우.
• 연간 가족 소득이 USDA 식품 및 영양 서비스(Food and Nutrition Service)에서 설정한

무료 및 할인 급식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득 자격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소득 자격 범위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de.ca.gov/ls/nu/rs/scales2021.asp 또는 웹사이트
www.fjuhsdfoodservices.org

소득 적격성 지침을 충족하는 경우.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연방, 주 또는 지역 프로그램(예 : Upward Bound
등과 같은 연방 TRIO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족이 공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연방 보조금을 받는 공공 주택 또는 위탁 가정에서 살고 있거나 노숙자인 경우.

2021-2022 년 신청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까?

•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

2021-2022 학년도 지원서 양식은 변경되고 단순화됩니다. 새로운 양식은 FJUHSD 가구 정보

SAT 응시 수수료 면제에 대한 세부 정보:

신청서라고 합니다. 이는 무료 및 할인 급식 및 NSLP 에 사용되는 좀 더 보편적인 양식이며 이러한

https://collegereadiness.collegeboard.org/sat/register/fees/fee-waivers

모든 기타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학입시위원회(College Board) SAT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을 방문하십시오:
https://signup.collegeboard.org/accept-sat/?SFMC_cid=EM209175-&rid =124704034

무료 및 할인 점심 급식 프로그램은 전국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과 동일한 것입니까?
FJUHSD 의 무료 및 할인 점심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등록되며 연방 전국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예, 간편하게 FJUHSD 가구 정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십시오. www.fjuhsdfoodservices.org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NSLP)에 대한 자격이 됩니다. NSLP 는 무료 급식 이외에 많은 혜택과 비용
할인을 제공합니다.

AP 테스트 수수료 할인이란 무엇입니까?
대학입시위원회(College Board)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적격한 학생들과 전국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NSLP)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AP 시험당 $33 수수료 할인을 제공합니다. 세부 정보:

서면 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Fullerton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Attn: Food Services
1051 W. Bastanchury Rd., Fullerton, CA 92833

https://apcentral.collegeboard.org/exam-administration-ordering-scores/ordering-fees/examfees/reductions

신청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신청 완료 팁:
인터넷 이용료 및 유틸리티 할인은 무료 및 할인 점심 급식 신청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됩니까?
AT&T 등의 회사들은 무료 및 할인 점심 급식 프로그램과 NSLP(전국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 할인된 요금의 가정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상 브로드밴드 혜택(Emergency Broadband Benefit, EBB)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검은색 또는 검은색 잉크를 사용할 것. 정자체로 명확하게 기재.
• 출생 증명서에 표시된 대로 학생의 이름을 사용할 것.
•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을 기재할 것.
• 반드시 서명을 할 것.
• 위탁 아동은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음.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위탁
아동은 가구 구성원의 일부로 가구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음.

무료 및 할인 점심 급식 신청 프로그램은 학교 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해당 교육구는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자격이 있는 소득 수준이 낮고 영어를 배우거나 위탁 보호를
받는 학생당 최대 20%까지 더 많은 기금을 받습니다. 교육구들은 모든 학교를 지원하고 전체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늘리고 개선하기 위해 추가 기금을 받습니다. 무료 및 할인 점심 급식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여러분의 학교는 가능한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푸드 서비스

오늘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WWW.FJUHSDFOODSERVICES.ORG

무료 급식 및 특별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 - 2 페이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FJUHSD Food Services 팀 | 714.870.2820 | foodservices@fjuhsd.org
www.fjuhsdfoodservices.org
수수료 면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대학입시위원회(College Board)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SAT/SAT 과목 테스트/PSAT/NMSQT/AP 시험.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학생이 무료 및 할인 점심 급식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인터넷 크레딧에 대한 비상 브로드밴드
혜택(EBB)이란 무엇입니까?
비상 브로드밴드(EBB)는 자격이 있는 가정에 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보조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임시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NSLP) 승인을
받은 자녀가 있는 가구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면제의 몇 가지 혜택입니다.
• 다음에서 비상 브로드밴드 혜택을 제공하는 브로드밴드 공급자를 찾으십시오:
• 무료 SAT 응시 - SAT 2 회, SAT 과목 시험 6 회를 무료로 응시할 수 있음.
• 연체료 방지 - SAT/SAT 과목 시험에 대한 지각 등록 수수료 없음.

www.getemergencybroadband.org/companies-near-me/
• AT&T: www.att.com/help/ebb/

• 대학 지원비 면제 - 귀하의 비용 면제 혜택에 따라 참여 대학에서 지원비 면제.

EBB 프로그램은 적격 가구에 대해 브로드밴드 서비스 및 관련 장비(예: 모뎀)에 대해 월 $50 이하,

• 무료 비-지역 테스트(해외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미국인 학생의 경우).

부족 거주지의 적격 가구에 대해 월 $75 이하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참여 가구가 월 $50 이하의 적격

• 무제한 점수 발송 - 수수료 면제와 함께 선택한 만큼의 대학들에게 점수를 발송할 수 있음.

플랜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적어도 EBB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 재정 지원 신청 비용 면제 - 참여 학교에서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무료 CSS Profile™

받게 됩니다.

신청.
• 대학입시위원회 기회 장학금(College Board Opportunity Scholarships) 받기 -

참여 브로드밴드 제공자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연결 기기(노트북, 데스크탑 또는 태블릿 컴퓨터) 중

2022 학년도에 새로운 장학금으로 최대 $40,000 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하나에 대해 각 참여 가구는 기기에 대한 요금이 $10 이상 및 $50 미만인 경우, 최대 $100 까지

수수료 면제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제공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참여 가구는 하나의 기기에 대한 할인으로 제한됩니다.

P-EBT 혜택이 있습니까?
전국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NSLP)에 참여 중인 속한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추가 P-EBT 카드와
기금을 받았습니다. https://ca.p-ebt.org/를 방문하여 적격 가정을 위한 리소스를 찾으십시오.

신청 방법: 신청서를 (온라인, 우편 또는 참여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작성하고 NSLP 또는 카운슬러
또는 FJUHSD 푸드 서비스에서 준비한 무료 및 할인 급식 적격 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EBB
프로그램, 참여 자격 또는 가까운 참여 제공자에 대한 정보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GetEmergencyBroadband.org 를 방문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의 P-EBT 2.0 직불 카드. 2020-21 학년도 무료 및 할인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833-511-0311 로 전화, 또는 EBBHelp@usac.org 로 이메일하십시오.

학생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P-EBT 직불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 카드는 식당이나 식료품
상점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 www.cdss.ca.gov/home/pandemic-ebt

대학 지원비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SU 및 UC 신청 수수료 면제는 별도의 시스템이며, FJUHSD 는 이러한 면제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세부 정보: www2.calstate.edu/apply/paying-for-college/Pages/fee-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까?
아니요. 현재 CalFresh(이전의 푸드 스탬프), CalWORKS, KinGAP 또는 FDPIR 혜택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여러분의 자녀/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SCE 혜택은 무엇입니까?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은 CARE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된 월 청구서를 제공합니다.
• 다음에서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sce.com/residential/assistance/care-fera

waiver.asp
CSS 프로필을 이용하여 400 개 이상의 대학 및 종합 대학교에 재정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NSLP
또는 무료 및 할인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 CSS 프로필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받게
됩니다. 세부 정보: https://cssprofile.collegeboard.org/pdf/css-profile-fee-waivers.pdf

신청서를 얼마나 자주 작성해야 합니까?
각 가정은 매 학년도마다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2021 년 7 월 1 일부터
시작합니다.

• California Alternate Rates for Energy(CARE)는 자격이 있는 고객의 전기 요금을 약 30%까지
낮춰줍니다. 가정 전기 요금 지원(Family Electric Rate Assistance, FERA)은 자격이 있는 가구의

어떻게 교육구로부터 나의 자격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기 요금을 18%까지 낮춰줍니다.

자격 확인서 사본은 학교 Aeries/Titan 포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Titan 은 여러분 학교에 속해 있는

• 기타 California Alternate Rates for Energy(CARE):
https://www.cpuc.ca.gov/lowincomerates/#:~:text=California%20Altern
ate%20Rates%20for%20Energy,on%20their%20natural%20gas%20bill.

무료 11 학년 PSAT 혜택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의 고등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FJUHSD 가구 정보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여 무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식품/영양 온라인 포털입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FJUHSD 푸드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오늘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WWW.FJUHSDFOODSERVICE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