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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정책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CND, CND-RA, JEA-RD, JPG, JPG-RA 
책임 사무실: Office of Engagement, Innovation, and Operations; 

책임 기관:Office of Teaching, Learning, and Schools;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관련 자료: Richard B. Russell National School Lunch Act (NSLA, 42 USC 
1751);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87, as 
amended, Title VII, Subtitle B;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s (FNS), SP 23-2017, Unpaid 
Meal Charges:  Guidance and Q&A, March 23, 2017; USDA, FNS, 
SP 29-2017, Overcoming the Unpaid Meal Challenge:  Proven 
Strategies from Our Nation’s Schools, 2017 Edition, May 20, 2017;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Section 7-601-605 
and 7-701-704 as amended by the Maryland Cares for Kids Act 

 
 

학교 음식과 영양 서비스 프로그램 
 School Food and Nutrition Services Programs 

 

 
A. 목적 

 
새 정책 초안은 학생들의 학습, 성장, 건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Montgomery 
카운티의 아동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CPS가 파트너가 되는 방법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FARM 혜택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이 연방자금을 지원하는 무료 및 할인 
급식(federally-funded Free and Reduced-price Meals-FARM)을 신청하도록 장려 및 
지원하는 노력을 안내하는 원칙과 방법을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의 학교 카페테리아 계정에 미납 급식비가 누적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부모/후견인이 미납 급식비를 서로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포함한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의 학교급식 제공에 대한 기대치를 책정합니다.   

 
B.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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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CPS 는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력하여 주말과 여름방학 동안뿐만 아니라 
개학 중에도 음식과 식사 옵션을 제공하여 아동 기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2. MCPS 식품 및 영양 서비스의 운영은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Meals Program-NSMP)으로 총칭되는 국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 및 학교 
조식 프로그램에 따른 주 및 연방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3. 학생 또는 학생 부모/후견인은 소득 기반 또는 기타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연방 
기금에서 별도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한 학생의 학교 식당 계정 요금에 
대한 지불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 규정은 마이너스 잔액이 누적된 
학생식당 계좌는 학생의 부모/후견인이 적시에 보충하거나, 그 비용을 
교육구가 흡수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 입장 
 
1.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아동의 건강, 웰빙 및 학습능력을 보호하고 

나아가 아동의 기아 문제가 학생들의 웰빙 및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도록 하는 교육위원회의 의도를 확고히 하는 교육위원회 정책 JPG, 
웰빙: 신체 건강과 영양(Wellness:  Physical and Nutritional Health)에 명시된 
원칙을 보장합니다.  

 
2. MCPS는 많은 커뮤니티 파트너와 함께 아동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합니다.  

이와 같은 파트너십은 아동에게 교습일 후에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Montgomery 카운티 커뮤니티의 저소득층 지역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과 후 케어 간식과 At-Risk Supper 프로그램은 
예정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주말 백팩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상하지 않는 식품들을 학교에 기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어 주말 동안의 영양 확보 프로그램입니다.  

 
3. 학교가 여름방학이 되어도 아이들의 학습과 좋은 영양의 필요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름 음식 서비스 프로그램(Summer Food Services Program-
SFSP)은 도움이 필요한 Montgomery 카운티의 학생과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SFSP 는여름 동안 배고픔과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귀중한 리소스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Universal School Meals 프로그램은 선택된 수의 학교 학생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가로, Maryland Meals for 
Achievement (MMFA) 프로그램은 학생의 무료/할인급식(FARM) 자격상태에 
관계없이, 선택된 학교 교실에서 매일 무료로 아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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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프로그램들 외에도 NSMP는 모든 학생이 학교시간 동안, 식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어시절의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비용이 수반되기에 식사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식사 때의 
망신/창피"를 받지 않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MCPS는 적절한 경우, 매력적인 다양한 음식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음식제한을 수용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7. 학부모/후견인은 학생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 카페테리아 계좌 잔액지불의 

책임이 있습니다.  결제는 현금 또는 학생의 학교 카페테리아 계좌로의 선불, 
구매할 때 또는 온라인 선불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8. 모든 학생은 학교 카페테리아 계정과 관련하여 존엄과 익명이 보장됩니다.  
 

a) 학교 카페테리아 미납액에 관한 의사소통은 최대한 학부모/후견인과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최대한 급식비 미납에 따른 결과가 학생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 카페테리아 계정 비용 미납으로 인하여 학생이 훈계/징계 또는 
학교활동, 행사 등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9. MCPS는 MCPS 식품 및 영양 서비스가 재정 건전성과 지불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납된 학교 카페테리아 계좌 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a) 무료 할인급식(FARM) 자격을 갖추기 전에 급식비를 적립한 

학생에게는 상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b) 교육감은 FARM 자격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서는 학교 

카페테리아 급식비 미납 기준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 금액을 
초과하는 학생의 부모/후견인에게는 학교 행정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연락을 합니다.  

 
c) 학생들은 학교 카페테리아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단품(a la 

carte) 항목 중 하나를 청구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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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감은 학생의 카페테리아 계좌 미납금에 대해 커뮤니티 협력기관 및 
학생의 미납계좌를 지원하기 희망하는 지원자와 협력하여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D. 바라는 결과 

 
1. MCPS는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교육일 중과 교육일 이후에 식사 및 

기타 음식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배고픔을 해결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2. MCPS는 NSMP를 준수하고 학교 카페테리아 계좌 미납 누적을 최소화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학생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 전략의 시행 

 
1. MCPS 는 미납된 학교 카페테리아 계정에서 미납을 발생시키지 않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방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 
 
a) 학생 카페테리아 계좌에의 선지급을 장려하며 학부모/학생들이 계좌 

잔액을 모니터링하여 계좌에 자금을 유지하도록 하며, 필요할 때 
자금을 보충할 수 있는 선지급 시스템을 사용  
 

b)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FARM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이 FARMS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아웃리치 및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  
 

c) 학생 카페테리아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최저 금액에 도달할 경우, 계정 
잔액에 대한 통지를 학부모/학생에게 제공 

 

2. MCPS 는 부모/후견인에게 정중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소통하여 마이너스 
잔액을 논의하고 상환 방법을 결정합니다.  
 

3. 교육감은 이 정책 시행을 위한 절차를 개발합니다.   
 

4. 급식비 지불 절차는 매해 학사연도 초, MCPS 에 등록한 학생이 있는 모든 
가구와 해당 학사연도 동안 MCPS로 전학 온 학생이 있는 가구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F. 검토와 보고 

 
이 정책은 교육 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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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역사: 새 정책, 결의안 번호 224-22 2022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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