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TA CLARITA VALLEY 학교 급식제공처
제공되는 교육구: Castaic USD, Newhall SD, Saugus USD, Sulphur Springs USD


www.scvschoolnutrition.org

Translation by Google website

2016/2017 식대 학년 K-8
학생 점심
학생 아침
할인가 점심 식대**
할인된 아침 식대 **

$3.00
$1.50
$0.40
무료

선불 보너스 (계정에 적립):
$ 51.00 – $100.00 을 적립하시면 5%보너스 수령
$101.00 – 200.00 을 적립하시면 7.5% 보너스 수령
$201.00 또는 그 이상을 적립하시면 10% 보너스 수령

추가 우유
$0.50
쥬스 - 8 온스
$0.80
쥬스 - 4 온스
$0.40
**“할인된 가격” 또는 “ 무료” 식사 제공은
2016/2017 학년도 분에 대한 승인된 신청서가
반드시 접수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성인 점심
성인 아침

$4.00
$3.00

신청 양식은 우리 웹사이트 www.scvschoolnutrition.org 와 학교 식당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016/2017 교내 식사를 위한 선불양식 *
학생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표 번호: ___________

수표금액: $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_____

이 금액의 용도: 아침 만 _____ 점심 만 _____ 해당 없음 _____
$ 51.- $100.을 선불 하시면 5%의 보너스가 귀하의 계정에 적립됩니다.
$101- $20. 을 선불하시면 7.5%의 보너스가 귀하의 계정에 적립됩니다.
$201. 또는 그 이상을 선불 하시면 10%의 보너스가 귀하의 계정에 적립됩니다.

보너스 크레딧은 각 학교 식당에서의 트랙을 유지됩니다. 그들 온라인 PayForIt.net 결제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스크린, 전자 메일 알림 또는 자동 지급. 보너스 크레딧 매년 이월 할 만 환불 또는하지
양도. 보너스 크레딧을 사용하려면 허용해야 실제 돈으로 ($ 0.00) 제로로 떨어 균형은 항상 사용됩니다
첫 번째.
수표 정책*: 식대는 개인 수표로 선불 하시거나 다음을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환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SCVSFSA
(Santa Clarita Valley School Food Services Agency). 최저 수표 금액은 $10 입니다. 해당 은행으로부터 반송된 매
수표 당 $10 의 수수료가 부과 될 것이며, 나머지 식사는 중단될 것입니다. 자녀의 성명을 수표의 메모란에
기록하십시오. 우리는 귀하의 자녀의 계좌 금액이 모자라게 될 때 귀하께 이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는
우리가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도 잔금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받은 수표에 대한 거스름 돈은
돌려 드리지 않으므로, 적절한 금액의 수표를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주의해 주십시오: 2017 년 5 월 19 일
이후에는 수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 이후로는 현금 또는 우편환만 받을 것입니다.

환불정책: 당해 학년도 잔액에 대한 환불 요청은 월 30 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환불 요청은 당해 학년도 중에
식대계좌에 적립된 금액에 한합니다. 환불요청 양식과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자녀간의
잔금 이전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좌에 적립된 보너스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잔금에서 처리
수수료 $3.00 이 차감 됩니다. 나머지 잔금은 요청시 환불 됩니다(환불요청 양식을 참조 하십시오).

온라인 지불: www.payforit.net 또는 보다 상세한 정보는 우리 웹사이트 www.scvschoolnutrition.org 을
참조 하십시오.

연방법과 미국 농업부 정책에 따라, 이 기관은 인종, 국적, 성, 연령, 또는 지체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차별 불만에 대한 고소의 서면접수는 USDA, Director, Office of Civil Rights, Room 326-W, Whitten Building,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로
하시거나, 또는 (202) 720-5964 (목소리 와 TDD)로 전화 주십시오. USDA 는 동등한 기회와 고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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