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튼 교육구 

영양 서비스 

급식 요금 정책 

 

I. 목표 

 

플러튼 교육구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학업 성공을 돕기 위해 건강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급식계좌에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보통 학부모/보호자가 급식 계좌에 잔고를 유지하길 필요로 하지만 

학생이 

급식을 잔고가 없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영양 서비스는 급식줄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감사히 급식을 

제공하지만 학생의 미지급 계정 잔액을 지불하는 것은 영양 서비스나 교육구가 아닌 

학부모님의 

책임입니다.지불 되지 않는 금액은 교육구와 영양 서비스 부서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USDA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고를 준수하고 학생 급식 잔액을 

납부받기 위한 

감독과 책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방침의 목적은 교육구 전역에 걸쳐 균일한 급식 

계좌 절차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II. 정책 

 

학교 급식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부채가 있는 학부모의 자녀들이 창피를 당하거나, 

다른 대우를 



받거나, 급식 계좌에 잔고를 유지하는 학생과 다른 급식을 제공 받아서는 안됩니다. 

학생의 계좌에 

잔액 여부는 학부모의 책임이므로 학생에게 미지급 부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A. 학생들은 꼭 완벽도 높은 아침과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 완벽도 높은 아침 식사는 육류/육류 대체품, 곡류, 우유, 과일 또는 채소 중 

적어도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적어도 하나씩 

섭취해야 합니다.  

 

● 완벽도 높은 점심 식사는 육류/육류 대체품, 곡류, 우유, 과일 또는 채소 중 

적어도 3가지 다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적어도 

하나씩 섭취해야 합니다.  

 

B. 급식 줄에 입장하는 모든 학생은 계좌의 잔액에 관계없이 아침이나 점심을 제공 

받습니다. 점심 급식비는 중학교는 $3.25, 초등학교는 $3.00 이며 아침 식사 가격은 

모든 K-8 학년이 동일한 $1.80 입니다. 할인된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의 점심 

급식비는 $0.40 이며 아침은 K-8 학년 모두 $0.30 입니다. 무료 급식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점심과 아침은 무료입니다. 급식비는 학생의 계좌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C. 학부모와 보호자는 항상 잔고를 유지하고 혹 잔액이 부족해 누적된 미지급 계좌가 

발생 시       지불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기말에 미지급 잔액은 학생을 따라 가며 

학부모와 보호자의 책임하에 남습니다.   

 

D. 급식 계좌에 잔고가 있는 학생들은 우유, 물, 100% 쥬스, 건강 스낵 등으로 구성된 

단기 품목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급식 계좌에 미지급 잔액이 있는 학생들은 

단기 품목들이나 두번째 급식을 계좌 잔액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E. 학교 구내 식당에서는 구매한 급식 내역, 계좌 입금 및 지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컴퓨터화된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좌의 잔액 기록은 

www.MySchoolBucks.com에서 계정을 설정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 학부모 또는 보호자께서는 급식비를 지불할 수 있는 3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금액은 온라인으로 학생 계좌에 입금하시거나, 학교에 직접 지불하시거나, 혹은 

학생을 통해 현금이나 수표를 플러튼 교육구 영양서비스앞으로 쓰셔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지불하시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께서는 

www.MySchoolBucks.com에 계정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불시에 관련된 사용자 요금(플러튼 교육구와는 관련이 없음)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ySchoolBucks.com을 참조하십시오. 

  

      ● 현금이나 수표로 학교에 지불하시는 학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학교 앞 

사무실에 급식 입금        박스 옆에 있는 선불 봉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요청하는 정보를    봉투에 적으시고 돈을 넣으신 후 

입금 박스에 넣으시면 됩니다.   

 

● 학생이 현금이나 수표로 낼 경우 급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식당 직원에게 

지불합니다. 영양 서비스는 영양사가 현금이나 수표를 봉투에 넣어 금액과 날짜, 

학생 이름 그리고 아이디 번호를 봉투 앞에 적을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학생에게 

받은 돈이 급식비를 초과하였다면 학생이 잔돈을 요구하지 않거나 식당에 

잔돈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의 계좌로 입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fullertonnutrition.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 영양 서비스 부서에서는 학생의 급식 계좌가 마이너스 잔액에 도달 한 후 10일 

이내에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급식 잔액 금액을 통보합니다. 영양 서비스는 

매달 학생들을 무료 또는 할인 급식으로 직접 인증합니다. 영양 서비스 부서에서 직접 

about:blank


인증할 수 없는 경우 https://rocket.fsd.k12.ca.us/fma/Default.aspx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인 www.fullertonnutrition.org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H.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계정 잔액 통지가 적절한 곳으로 전송되도록 해당 학교에 

전화번호, 집 주소 및 이메일에 대한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학생이 

요구하지 않는 한 급식 줄에서나 학교에서 학생에게 계좌 잔액을 알릴 수 없습니다.  

 

I. 학부모님들은 www.MySchoolBucks.com에 계정을 개설하여 잔액이 부족한 

경우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받을것을 권장합니다. 계정을 설정하고 알림을 

받는 것은 무료입니다. 

 

J. 영양 서비스 부서에 쓴 수표가 은행에서 되돌아 오는 경우, 학생 계좌에 25불의 (은행 

계좌 잔액부족)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K. 학부모님들은 어떠한 부과된 요금에 관해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한 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영양 서비스에서 수정할 것입니다. 

90일이 지나면 저희의 재정 기록은 주에 제출되기 때문에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III. 교육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상원 의원 법안 250은 교육구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에게 

상환 가능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구는 이 법안을 철저히 지지하며 

모든 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교육받기 위해 건강한 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지급 급식 잔액은 교육구 재정, 인사, 시간 및 기타 자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구 자원을 이용하여 미지급 급식 잔액을 납부 받지 않으려면 

학부모님들이 학생의 계좌에 잔액을 유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미지급 급식비를 내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Michael Burns, MS, RD 

영양 서비스 부서 국장 

 

 

 

이 기관은 평등한 기회 제공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