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간편 식사 업데이트: 새로운 배급일

2020년 3월 30일 월요일부터 North Penn School District는 무료 간편 식사 배급일을 매주 월요일 

및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로 통합하여 아래 나열된 다섯 곳의 선정 장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기간 동안 가정에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NPSD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NPSD는 가족과 보모가 차를 몰고 와서* 아이를 위한 무료 아침 및 점심 

식사를 받아 갈 것을 권합니다.

매주 월요일 및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식사를 받아 가는 장소는 다음 학교의 학생 하차 

장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Hatfield Elementary School, 1701 Fairgrounds Road, Hatfield, PA 19440

 Knapp Elementary School, 698 Knapp Road, Lansdale, PA 19446

 Oak Park Elementary School, 500 Squirrel Lane, Lansdale, PA 19446

 Inglewood Elementary School, 1313 Allentown Road, Lansdale, PA 19446

 Kulp Elementary School, 801 Cowpath Road, Hatfield, PA, 19440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점심 및 아침 식사는 18세 이하 모든 아이에게 제공됩니다. 배급일 통합의 

일환으로, 각 가정에서는 아이 한 명당 3일 분량의 아침 및 점심 식사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아동은 3개의 아침 식사와 3개의 점심 식사를 받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새 배급 일정을 통해 총 6일 

분량의 무료 식사가 제공되며, 이는 매주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가 한 차례 더 제공됨을 의미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배급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차량 내 아이의 수에 따라 창문을 

통해 식사가 전달됩니다. 식사는 외부에서 드셔야 합니다. 신원 확인이나 학생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제품, 샌드위치, 시리얼, 스낵, 과일 및 우유 등 메뉴 정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으며 매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점심과 아침 식사는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식사 제공 장소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걸어와서 식사를 받아 갈 수 

있지만 받아 가는 장소에 모여 있지 마십시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현지 식품 보급소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215-853-1080 또는 froehlml@npenn.org를 통해 North Penn 

School District 급식 서비스부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