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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PSS 무료 여름 급식 서비스 

2022년 6월 27일 – 8월 12일까지 
 

프로그램 개요 
 

하워드 카운티의 배고픈 아이들과 가족들의 늘어나는 필요를 계속해서 충족하고 여름 기간 

중에 생길 수 있는 영양 부족을 채우기 위해,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은 

2022년 6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중에 무료 여름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식은 HCPSS 학생들과, 18세 이하 모든 아이에게 무료로 아래 열거된 장소에서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나 등록 또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가 열리는 날들만 

음식이 제공되고 7월 4일 월요일 또는 7월 19일 화요일에는 제공되지 않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제공되는 여름 급식 서비스 외에, 23개 장소에서 HCPSS 썸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급식이 제공될 것입니다.  

 

7월 18일자로, 현재의 픽업 지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정 사항이 있을 것임을 

주지해 주십시오:   

• 부모/가디언께서는 이제 자녀의 급식을 갖고 가시는 것이 허용됩니다; 여름 급식을 

받기 위해 자녀들이 현장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 모든 급식은 급식 장소 밖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여러 끼니의 급식을 HCPSS 학교 장소에서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가져가는 급식은 사흘간의 음식이 포함될 것입니다. 목요일에 

픽업되는 급식은 이틀간의 음식을 포함할 것입니다.   

  
 

장소, 날짜 & 시간 
 

급식 장소 및 수거 시간은 참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이 

웹사이트 this webpage에 게시될 것입니다.  

 

급식은 6월 27일부터 8월 12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2:30부터 

2시까지 다음 장소에서 제공되겠습니다: 

• Laurel Woods 초등학교, 9250 N Laurel Rd., Laurel 

• Oakland Mills 중학교, 9540 Kilimanjaro Rd., Columbia 

• Swansfield 초등학교, 5610 Cedar Lane, Columbia 

• Thomas Viaduct 중학교, 7000 Banbury Dr., Hanover 

• Howard 고등학교, 8700 Old Annapolis Rd., Ellicott City 

• 하워드 카운티 도서 시스템 East Columbia 지점, 6600 Cradlerock Way,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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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7월 4일 월요일 독립기념일과 7월 19일 화요일 예비 선거일에는 학교 휴교로 
급식 서비스가 없습니다. 
 

 

음식 및 영양 서비스 
 
프로그램과 모든 활동에 대한 수용 및 참여는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혹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름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은 미 농무부 

(USDA)의 기금으로 메릴랜드 주 교육부 (MSDE)를 통해 제공되는 것인데, 학기 동안 기준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무료 조식과 점심을 보장해주려는 전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의 연장입니다.  제공되는 급식은 건강식으로 USDA 영양 지침을 따릅니다. USDA 

와MSDE 는 동등한 기회 제공처들 입니다. Read USDA and MSDE non-discrimination 

statements online. (USDA 와 MSDE의 비-차별 선언문을 온라인으로 읽어보십시오.) 

 

HCPSS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ood Services website 를 참고하거나 

foodsvc@hcpss.org 로 이메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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