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l Service Plan – Updated 3/17/20 (Korean)

아침과 점심 서비스 계획
저희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아침과 점심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20 년 3 월 23 일부터 MCCSC 학식 서비스 부서는 휴교 기간 동안 모든 학교에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느 학교 사이트 또는 아래 열거된 대체 장소에서 음식을 픽업 할
수 있습니다.
장소: 모든 학교 정문과 아래 열거된 대체 장소
픽업 시간: 오전 11:00 시 부터 오후 2:00 시
픽업 요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음식 패키지에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각 가족의 학생 1 인당 2 인분의 아침과 2 인분의 점심 식사가
포함되며 금요일에는 1 인분의 아침과 1 인분의 점심이 포함됩니다. 모든 음식 항목에는 제품 이름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______
학교 장소 외에도 아래 열거한 장소에서 픽업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 시 부터
오후 2 시.

Arlington Valley Mobile Home Park @ Classic Lanes
Oakdale Square
Brown School
Marquise & Lismore
Redeemer Blgt Church on Kimble
Lamplighter Mobile Park
Knightridge Apts.
Musgrave Orchard
Dolan Church
Winslow Plaza
Woodhill & Larkspur
S. Bryan & Kendall
Southside Christian Church
Cedar Chase
Stanford Baptist Church
Old Smithville School

Basswood & Canterbury
13TH St. Park
8th & Fountain
Shady Acres or Cory Lane
Kingston Apts-Longview Dr.
The Fishin Shedd
Recycling Depot- Anderson Rd.
Danny Smith Park
Olive & Miller
Bread Store on Burks Dr.
Countryview Apts
Southcrest Mobile Home Park
Heatherwood Mobile Home Park
Woodland Spring
Harrodsburg Community Center
HQ at 116 S. Madison

메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있습니다:

http://www.schoolnutritionandfitness.com/index.php?sid=2907112255426099&page=menus
** 알레르기 항원 면책 조항 : 당사 제품에는 알레르기 항원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섭취하기 전에
패키지에 포함된 알레르기 항원 라벨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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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 A):
1.

Q.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학교 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에게만 식사가 제공 됩니까?

A. 아니요, 모든 MCCSC 학생들에게 식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Q.

여러 학교에 자녀가 다니고 있습니다. 픽업하려면 각 학교에 가야합니까?

A. 아니요, 음식은 어느 학교에서나 픽업하 실 수 있습니다.
3.

Q.

신분증이 필요합니까?

A. 학부모님께 자녀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물어 볼 것입니다.
4.

Q.

인쇄된 메뉴가 있습니까?

A. 메뉴는 식품 서비스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5.

A.

음식에 탄수화물량과 알레르기 항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영양 데이터와 알레르기 항원은 웹 메뉴에서 마우스를 개별 메뉴에 가까이 하시면 보실 수

있읍니다. 또한 알레르기 항원 라벨은 개별 식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6.

Q.

음식은 공시된 시간외에도 픽업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오전 11 시 부터 오후 2 시로 픽업 시간이 제한 됩니다. 휴교를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격일제 입니다.
______
백팩 버디스 (Backpack Buddies) 프로그램의 음식은 금요일 오전 11 시 – 오후 1 시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백팩 버디스 (Backpack Buddies) 음식 보조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은 학교 사회 복지사에게
문의하십시오.
______
식료품 기프트 카드를 기부 하시기 원하는 분은, 아래의 지역 사회단체에 문의하십시오.
•
•
•
•
•
•
•

Middle Way House (812) 333-7404
New Hope (812) 334-9840
Girls Inc. (812) 336-7313
Community Kitchen (812) 332-0999
Mother Hubbard’s Cupboard (812) 339-5887
City Church (812)272-2515
Hoosier Hills Food Bank (812) 334-8374
Mail: PO Box 697, Bloomington IN 47402
Physical: 2333 W Industrial Park Drive
Web: www.hhfoodbank.org – donations by paypal can be mad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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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및 / 또는 음료 제품을 기부 하실 경우, MCCSC 는 주 및 연방 지침에 따라 식품을 처리 해야하므로
위에 열거된 단체로 문의하십시오.
------

Buffalouie’s (버팔루이스): 812.333.3030 봄방학 주 (3/16 - 3/20) 동안, 음식이 필요한 MCCSC 학생의
가족들은 연락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