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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PSS / NEWS 

COVID-19 로 인한 휴교 기간 중의 급식 

픽업에 대한 지침 
 

2020년 5월 14일 
 

 
2020년 5월 14일자로, HCPSS는 휴교 기간 중 652,000끼의 무료 필수 영양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바로 가져갈 수 있는 (Grab-N- Go) 급식 서비스는 최소한 

2019-2020 학년도 기간까지는 카운티 전역의 14군데 배부 장소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급식이 제공되는 시간이나 장소에서 자녀를 위한 급식 픽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요하는 것을 준수하면서 이같은 가정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 픽업에 대한 지침이 수정되어, 지정대리인도 급식을 픽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모님/가디언은 자신의 자녀들과, 급식 신청서 (Meal Request Form) 작성없이 

다른 한 가정까지 급식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인은 네가정까지 급식을 대신 픽업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급식 픽업을 

대리인에게 요청하는 부모님/가디언은 급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o 온라인 신청서 

o 다운로드할 수 있는 PDF 양식 

o 하워드(Howard) 고, 레이크 엘크혼(Lake Elkhorn) 중학교 또는 

o 오클랜드 밀즈(Oakland Mills ) 중학교 급식소에 비치된 종이 양식 

 

• 종이 서식은 brian_ralph@hcpss.org또는 rosalie_edwards@hcpss.org, 에게 

이메일해도 되고, Howard 고나 Lake Elkhorn 중 또는 Oakland Mills 중학교 

급식소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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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hcpss.org/news-posts/2020/04/hcpss-to-continue-free-meal-service-during-school-closures/
mailto:brian_ralph@hcpss.org
mailto:rosalie_edwards@hcpss.org


Meal Pickup Guidelines During COVID-19 School Closures – HCPSS News (Intl. Student & Family Svces. - Korean: KK  5/20) 

 

다음 사항을 주지해 주십시오! 
 
 

• 급식 신청서는 달력상으로 급식 픽업 최소한 사흘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위임받은 지정대리인은 네가정까지 대신 급식 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탁한  

 가정들은 대리인의 이름을 기입한 급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대리인 한 명이 네가정 이상의 급식을 픽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말 끼니를 위한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대리 급식 픽업을 이틀 연속 이상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식 이용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은 HCPSS 식품 및 영양 서비스와 

코디네이트할 자녀 학교의 교장에게 이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 급식 픽업은 연방/주정부 지침에 따라 언제든 수정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