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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VI 

사이오셋 중앙 학교 자치구 

(SYOSSET CENTRAL SCHOOL DISTRICT) 
 

무상 급식 및 할인 급식 신청서 자료표 
 

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참조해 주십시오. 
 

SNAP/TANF/FDPIR 사례 (CASE) 번호: 이 사례 번호는 기관에서 제공한 완전하고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모든 

숫자와 문자를 포함하여 합니다 (예: E123456, 혹은 카운티에서 부여하는 조합). 사례 번호는 지역 사회 

복지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로부터 받은 편지를 참조하거나 연락해 주십시오. 
 
위탁 아동: 가구 내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복지기관이나 법원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는 가족 단위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의 “개인적 사용” 수입을 나열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적 사용”만을 위한 자금을 말하며, 개인 용돈, 가족으로부터 받은 자금, 혹은 근로 임금이 

해당됩니다. 위탁 아동을 위한 주거, 식품, 양육, 의료, 그리고 치료를 위해 제공된 필요 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동의 개인적 사용 수입이 없으면 “0”을 기입해 주십시오. 
 
가구: 함께 거주하며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는 혈연자 및 비혈연자로 구성된 가정. 
 
성인 가구 구성원: 한 가구에 거주하는 21 세 이상의 모든 혈연자 및 비혈연자. 
 
재정 독립자: 재정적으로 독립을 한 상태로서 단독적인 경제 주체이거나 별개 가구가 있어 수입이나 지출을 

신청 가족/가구와 공유하지 않는 경우.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단독적 경제 주체의 경우 인분 비례적 지출 및 

경제적 독립체로 간주됩니다. 
 
현 총수입:  현재 각 가구 구성원이 소득 및 수령한 공제 전 총 금액. 공제로 간주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소득세, 주 정부 소득세, 그리고 사회 보장세. 직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든 직업의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수입원 (임금, 이혼 수당, 양육비 등)의 경우 모든 출처에서 오는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농업인, 자영업자, 이주 노동자, 기타 계절 근로자의 경우에만 1040 세금 고지서에 보고된 지난 12 달간의 수입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의 예: 
 

• 임금, 급여, 팁, 수수료, 혹은 자영업 소득 
• 순 농가 소득 (총 매출에서 지출비용을 뺀 

금액; 손실액 제외 
• 연금, 연금 보험, 사회 보장 퇴직 수당을 

포함한 기타 퇴직 수 
• 실업 수당 

• 복지 급여 (SNAP 수령액 제외) 
• 공공 지원금 
• 입양 지원금 

•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혹은 사회 보장 유족 연금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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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수당 및 양육비 
• 장애 복지 혜택을 포함한 근로자 수당 
• 퇴역 군인 생계 급여 
• 이자 또는 배당소득 

• 저축, 투자, 신탁 및 기타 출처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아동의 식비 지불이 가능한 비용 
• 기타 현금 소득 

 
 

소득 제외: 주선 및 제공되는 양육비나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육아 및 발달 정액 교부금), 

TANF, 그리고 At Risk Child Care Programs (위험 노출 아동 프로그램)의 용도로 수령하고 있는 비용은 본 신청 

프로그램에서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오셋 중앙 학교 자치구 – 사무실 – 516-364-5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