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NCE EQUIVALENTS
OF GRAINS IN THE CACFP
( 곡식 또는 곡식 제품 제공시 Oz equivalents (온스의
동등한 기준 )으로 제공 합니다)

Evergreen Child Care, Inc.

2022년 7월 1일부터 CACFP(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에서 제공 되는 모든
곡식 또는 곡식 제품의 제공 기준을 종전의
방식(예: 컵, slice 또는 serving) 에서 Ounce
Equivalents (Oz eq) 으로 변경 하며 Oz eq 에
맞게 제공 하실경우에 식사 또는 스낵이
상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방식은 Infant 시단 패턴에도
포함됩니다.

온스의 동등한 제공 방식이 중요한 이유

아마도 많은 프로 그램 참관자들께서 온스제공 방식의 변경을 궁금해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온스 동등(Oz eq) 제공 방식의 도입이 2021년 10월 부터 실행되었어야
하지만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미 농수산부의 코로나 19에
관련된 식단 면제부 사용으로 실행이 약 1년 정도 미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
면제부의 유효기간이 이번달 (2022년 6월) 말에 끝나므로 부득히 하게 실행 하게
되었습니다.
이 Oz Eq 제공 방식의 목적은 CACFP 프로그램에 참관하는 아이들이게 제공 되는
곡식 또는 곡식 제품의 제공양이 크기가 아닌 그래딧 받는 곡식성분을 제공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온스란?
온스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Example: 1 oz. = 28.35 grams of a weight

온스 동등제공 (oz eq) 은 무엇입니까?
1 온스 Eq 는 제공하는 곡물제품 또는 곡식이 16g의 크래딧받는 곡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양입니다.
1 oz. eq. 는 16g 의 인정받는곡식을 포함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래픽에서 빵 한 조각을 보시면 빵 한
조각의 무게는 1온스 또는 28그램이며, 그 무게 중 16그램은
곡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g의 무게는 물, 효모 및
소금과 같은 다른 성분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품목의 총
중량은 28g이지만 16g의 곡물은 1온스에 해당하는
곡물입니다.

NEW Method
새로 시행되는 제공양 방식
1-5 yrs

OLD Method
이전 제공양 방법

식빵인 경우 이전에는 CACFP 차트에서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빵의 갯수만 언급했지만 7월 1일 부터는 Oz eq. 에 맞게
제공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보이는 곡식/곡식
제품의 Nutrition Fact Label 그리고 제공해드리는 Grains Ounce
Equivalents chart 가 필요 할것입니다. 다음 섹션부터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곡식/곡식 제품의 Oz eq 으로 계산 하는지
미농수산부에서 제공한 여러가지 자료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12 yrs

https://www.fns.usda.gov/tn/using-ounceequivalents-grains-cacfp
6 pages

옆을 보시면 4 개의 oz eq. 을 사용양을 판단 한는 자료를
출력할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각 자료를 출력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각자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에버그린에서 방문을
받으실경우 옆의 방법중에서 어떤 한 방식으로 oz eq. 을
계산 하시는지 알려 주셔야 합니다.

https://www.fns.usda.gov/tn/calculating-ounceequivalents-grains-cacfp
6 pages

https://www.fns.usda.gov/tn/crediting-singleserving-packages-grains-cacfp
6 pages

https://www.fns.usda.gov/tn/feeding-infants-usingounce-equivalents-grains-cacfp

6 pages

CACFP Meal Pattern Chart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
새로운 곡식 및 곡식 제품 제공단위 가 반영된 새 Meal Pattern Chart for Children 그리고 Meal Pattern Chart for Infant을 출력 하셔서
7월 1 일 이전에 업데이트 된 챠트로 바뀌어서 식사 준비하는곳 또는 잘보이는 곳에 붙여 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각 챠트를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방문 받으실 경우 업데이트된 식사 챠트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Child Meal Pattern Chart (Children 1yr +)
5 PAGES
Includes meal pattern for Breakfast, Lunch/Dinner, and Snacks

Infant Meal Pattern Chart (0-11 months old)
1 PAGE

The updated CACFP Meal Pattern Chats are now available in our website
www.evergreencacfp.org

Here are the direct links to the meal pattern charts
Child Meal Pattern Chart (5 pgs): http://www.evergreencacfp.org/uploads/1654893757cacfp-child-meal-pattern-(2022).pdf

Infant Meal Pattern Chart (1 pg): http://www.evergreencacfp.org/uploads/1654893793cacfp-infant-meal-pattern-(2022).pdf

1.
Using Ounce Equivalents
for Grains in the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 이 가이드는 총 6 장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제공하는 각 곡식제품의 사이즈와 양에
의거하여 각 연령층 아이들 마다 얼마 만큼의
곡식 제품이 OZ eq. 로 크래딧 받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 3장의 Grains Measuring Chart 포함

우선 이 자료를 사용 하시기 위해서는 제품의 Nutrition Fact Label 그리고
이자료의 페이지 2-4 에서 사용하실 제품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를 몇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1) Sara Lee Bagels plain 을 사용시

우선 페이지 2-4 에서 Bagel 을 찾으시고 찾으신 이후 제공 하실 Bagle 의 Nutrition Fact Label 에서 Serving
size 와 양을 확인 하시고 (1 bagel 95 grams) 이 챠트 사용이 가능하신지를 확인 합니다.
페이지 2를 보시면 Bagel 의 무게가 최소 56 gram 이라는 전재하에 이 차트 사용이 가능 합니다.
사용원하시는 Sara Lee plain bagel 의 한개의 무게가 95 grams 이상임으로 각 연령층 (1-5살 , 6-18살) 마다
아래의 챠트를 통하여 얼마만큼 Bagel 을 제공시 1 Oz Eq. 을 충족 시킬수 있는지 보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ara Lee plain Bagel(1 serving 95 grams) 1-5 살에게는 Breakfast, Lunch, Dinner 그리고 Snack 에서
¼ Bagel 을 제공시 1/2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시며 6-18에게는 Breakfast, Lunch, Dinner 그리고 Snack
에서 ½ Bagel 을 제공시 1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십니다.

예 2) Popcorn
팝콘일경우 아래의 챠트를 보시면 제품의 무게나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팝콘 제품의 크기와 무게에 상관없이 페이지 2-4 에서 Popcorn 을 찾으시고 연령층 마다 적혀 있는
양을 제공 하시면 됩니다.

1-5 살에게는 Breakfast, Lunch, Dinner 그리고 Snack 에서 1 1/2 cups 을 제공시 1/2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시며 6-18에게는 Breakfast, Lunch, Dinner 그리고 Snack 에서 3 cups 을 제공시 1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십니다. 참고로 Cup 사이즈는 Measuring cup 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예 3) Rice
1-5 yrs

6-18 yrs

페이지 4를 보시면 Rice 제공시 1-5 살에게는 Breakfast, Lunch, Dinner 그리고
Snack 에서 ¼ cup cooked 을 제공시 1/2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시며 6-18살
아이에게는 Breakfast, Lunch, Dinner 그리고 Snack 에서 ½ cup cooked 을 제공시 1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십니다. 참고로 Cup 사이즈는 Measuring cup 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예 4) Saltine crackers

위를 보시면 Nabisco Original Saltine Crackers 를 예를 들었고 크랙커 하나의 사이즈가 2”by 2” 입니다.
페이지 3를 보시면 Saltine Crackers(2”by 2”) 제공시 1-5 살에게는 Breakfast, Lunch, Dinner 그리고
Snack 에서 4 개의 크랙커를 제공시 1/2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시며 6-18살 아이에게는 Breakfast,
Lunch, Dinner 그리고 Snack 에서 8개를 제공시 1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십니다.
*혹시 제공 하시기 원하는 크랙커등의 사이즈가 Grain Measuring Chart 에 포기 되어 있지 않았으면
에버그린과 상의 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Measuring Cups
곡식물들의 제공양을 일반적으로 Cup 을 주로 사용하니 Measuing cup 셋트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Uncooked pasta, ¼ cup

Cooked pasta, ½ cup

½ Cup Cooked Pasta

Measuring Cups
¼, ½, ¾, 1 cup 그리고 2 tablespoon 의 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위에서 쉽게
찾을수 있는 물건과 비교하여 챠트를 만들었습니다.

2.
Calculating Ounce
Equivalents of Grains in the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이 가이드또한 6 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곡식 제품을 챠트를 통하여 Oz Eq 으로
제공할수 있게 보여줍니다.
 일반 곡물 품목에 대한 2개의 차트 포함

OPTION #1: 제공 원하시는 제품의 제공양을 Grains Ounce Equivalents Chart
에서 바로 찾으실수 있습니다.

예 1)

“*”로 표시 되어있는 모든 곡식
또는 곡식 제품의 무게(gram) 는
dry/uncooked 입니다. Rice,
Breakfast Cereal, Cereal Grains
등은 꼭 dry/uncooked 일때
무게를 사용 하셔야 합니다.

옆의 Grains Ounce
Equivalents Chart의 Bagels 를
찾으시면 하나의 Bagel 이
28 garm 이상이 되면 1 oz eq.
로 크래딧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옆의 bagel Nutrition Facts label
의하면 한개의 Bagel 의
무게가 46grams 입니다.
그러므로 1개의 Bagel 을
제공할시 6살 이상이게 제공
하셔야 하는 1 oz eq 을 충족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챠트에 의거하면 1-5 살
아이에게는 14 grams 이 ½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므로
반개의 bagel (46/2=23
grams)제공시 ½ oz eq 으로
크래딧 받습니다.

OPTION #2: 각 크래커 사이즈에 상관없이 제공 양을 계산 할경우
REMEMBER THIS
1-5살의 아동은 최소
½ oz equivalent 의 곡식 또는
곡식 제품을 제공 하셔야
합니다.

6-12살의 아동은 최소
1 oz equivalent 의 곡식
또는 곡식 제품을 제공
하셔야 합니다

1)제공하셔야
하는 양을
연령층에 맞게
선택 합니다.
1/2oz eq or 1 oz eq

2) 제공을 원하시는
제품을 챠트에서
찾으세요. (page 3
& 4)

그럼 4 살아이에게 얼마만큼의 양을 제공 해야 ½ oz eq. 을
충족 하는지 알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사용 하는 챠트는 제품종류에
따라 아이들 연령구룹마다 제공 하셔야 하는 양을
지정하였습니다. 위의 챠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즈 그랙커(Crackers, Savory)인 경우 4 살 아이에게 ½ oz eq.
을 제공 하실려면 11 grams 의 크래커를 제공 하셔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설명을 참조 하세요.

OPTION #2: 각 크래커 사이즈에 상관없이 제공 양을 계산 할경우

옆의 Nutrition Facts Label 의 serving size 를 보시면 16개의 크래커의
무게가 32 gram 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 serving size 무게를
갯수로 나누어서 크래커 한개의 무게를 찾습니다.
32grams/ 16 pieces = 2 grams per cracker (크래커 1개의 무게)
* 4 살아이에게 얼마만큼의 양을 제공 해야 ½ oz eq. 을 충족 하나요?
오른쪽 챠트에서 Crackers, Savory 를 찾고 ½ oz eq. 칸을 보시면 11g
을 보실수 있으시며 그만큼의 양을 제공시 크래딧 받으십니다.
크래커 1 개의 무게를 계산 하였으니 필요로 하는 11g 제공할려면
몇개의 크래커를 제공 해야 하나 다시 계산 하겠습니다.
11 grams(1/2 oz eq. 충족시키는 양) / 2 grams(크래커 1개의 무게) =
5.5 개 (반올림 하여 6 개)
(Reminder: 소수점 이후 5, 6, 7, 8, or 9 는 항상 반올림 합니다).

그로므로 4 살 아이에게는

6 개의 크래커를

½ oz eq. 충족 하기 위해 제공 하셔야 합니다.

URGENT REMINDER ON RICE, UNCOOKED BARLEY
AND BREAKFAST CEREALS
이챠트에 별(asterisk symbol)표시 ” * “ 가 되어 있는 모든
곡식 또는 곡식제품은 꼭 dry/uncooked(조리전) 을
기준으로 양을 측정 하셔야 합니다.
예 1: 쌀(조리하지 않은 기준)
1-5 살에게는 Breakfast, Lunch, Dinner 그리고 Snack 에서
14 grams 제공시 1/2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시며 6-12 살
에게는 Breakfast, Lunch, Dinner 그리고 Snack 에서 28
grams 을 제공시 1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십니다.
예 2: Breakfast Cereal
1-5 살에게는 Breakfast, Lunch, Dinner 그리고 Snack 에서
14 grams 제공시 1/2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시며 6-12 살
에게는 Breakfast, Lunch, Dinner 그리고 Snack 에서 28
grams 을 제공시 1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십니다.
Oz eq= ounce equivalent(s)
g= grams

OPTION #3: 제공 원하시는 곡물 또는 곡식 제품이 옵션 #1 과 옵션 #2 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Example: 곡물인 쿠스쿠스는 제공된 챠트에 없는 관계로 foodbuyingguide 를 사용 하여 계산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경우는 에버그린에 연락주시면 도움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foodbuyingguide.fns.usda.gov/

3.
Crediting Single-Serving
Packages of Grains in the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1인분 팩케지로
곡식 또는 곡식제품이
제공 될경우)

 6 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1인분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품의 oz eq 제공양을
찾아볼수 있는 가이드 입니다
 준비된 챠트에 표기되지않은
제품은 에버그린으로 연락
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예 1) Hard Pretzels

팩케지 또는 Nutrition Facts label
에 표기 되어있는 serving size 의
무게를 확인한후 Grains
Measuring Chart for SingelServing Packages 챠트 에서
제품의 종류를 찾은후 제품
팩케지무게가 챠트에 표기된것과
같던 아님더 많은지 확인 후
각 연령층에 따라 ½ oz eq. 또는
1 oz eq. 의 제공 양을 찾습니다.

예 2) Bagel Chips (28 grams single
pakage)
3 살 어린이 에게 얼마 만큼에
베이글 칩스를 스낵에 제공 해야
½ oz eq. 을 충족 시킬수 있나요?
답) ½ 팩케지
설명)
1. 펙케지의 내용물의 무게를
찾습니다.( net weight : 28
grams)
2. 제공 원하시는 제품 및
내용물 무게가 챠트에 있는지
확인 합니다.
3. Grains Measuring chart for
Singel-Serving Packages 에서
1- 5 살 아이의 ½ oz eq 의
펙케지 양을 찾습니다
(1/2 package)

혹시라도 제공 원하시는 1인용 제품이 챠트에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적혀있는 내용물양(Net weight)이 적을경우
에버그린으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4.
Feeding Infants Using Ounce
Equivalents for Grains in the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유아 식단에서의
Oz eq 제공)

 이 챠트는 6-11 개월 유아에게
제공되는 곡식 또는 곡식 제품의
제공양을 Ounce Equivalent (oz
eq) 보기 쉽게 표기 하였습니다.
 사용원하시는 곡식 제품의
oz eq. 제공양 계산법은 1살
이상과 동일 합니다.

페이지 3 과 4 를 보시면 제품종류에 따라 제공하시는 oz eq. 양이 다른 것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페이지 3을 보시면 빵/빵종류의 제품 그리고 철분강화 유아 시리얼은 ½ oz eq.의 양을
식사또는 스낵제공시 제공하셔야 합니다.

페이지 4를 보시면 크랙커 또는씨리얼등의 (1살 이상에게 제공하신는) 제품등은
¼ oz eq.의 양을 스낵제공시 제공하셔야 합니다.

2 가지 방법으로 곡식또는 곡식 제품을 ounce equivalents 으로
제공하실수 있습니다.
1. Grains Measuring Chart for the CACFP Infant Meal Pattern 을
사용하여 제공 되는 양을 사용합니다.
2. 제공 원하시는 곡식 제품이 위의 챠트에 적용되은 않는 경우
Food Buying Guide (FBG) 을 사용하십니다. (이 방법필요시
에버그린으로 연락주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예 1) Rice Infant Cereal
아래의 보이는 Grains Measuring Chart for the CACFP Infant Meal
Pattern 에서 Iron-Fortified Infant Cereal 을 찾으시고 ½ oz eq 섹션의
제공량을 찾으시면 4 Tablespoons( ¼ cup) dry 라는 것이 찾으실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6-11 개월 유아에게 제공햐셔야 하는 ½ oz
eq 의 양은 Dry 4 tablespoons 또는 ¼ cup 입니다.

예2) 7개월 유아에게 PM snack 제공시 몇개의 Saltine
Crackers(2”by 2”) 제공 해야 1/4 oz eq 충족 시킬수 있나요?
답) 2 개 또는 6 grams
설명)
Nabisco Original Saltine Crackers 의 크랙커 하나의 사이즈가
2”by 2” 입니다.

페이지 4의 챠트를 보시면 Saltine Crackers(2”by 2”) 제공시
¼ oz eq 으로 크래딧 받으실려면 2 개 또는 6 grams 의 Saltine
crackers 를 제공 해야 한다고 표시 되어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Federal civil rights law and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civil rights regulations and policies, the USDA, its agencies, offices,
and employees, and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or administering USDA programs are prohibited from discriminating based on race, color,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age, or reprisal or retaliation for prior civil rights activity in any program or activity conducted or funded by USDA.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require alternative means of communication for program information (e.g. Braille, large print, audiotape, American Sign
Language, etc.), should contact the Agency (State or local) where they applied for benefits. Individuals who are deaf, hard of hearing or have speech
disabilities may contact USDA through the Federal Relay Service at (800) 877-8339. Additionally, program information may be made available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To file a program complaint of discrimination, complete the USDA Program Discrimination Complaint Form, (AD-3027) found online at:
http://www.ascr.usda.gov/complaint_filing_cust.html, and at any USDA office, or write a letter addressed to USDA and provide in the letter all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the form. To request a copy of the complaint form, call (866) 632-9992. Submit your completed form or letter to USDA by:
(1) mail: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2) fax: (202) 690-7442; or
email: program.intake@usda.gov.
This institution is an equal opportunity provi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