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2021 년 3 월 1 일부터의 학생 급식 절차
3 월 1 일부터, 1 주일에 7 일간의 급식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급식이 제공되는 요일과 시간이 변경됩니다. 공사로 인해 문을 닫은 학교들과 부족한 교직원
때문에 휴교중인 학교들을 포함,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은 오전 7:45-8:45 까지 초등학교 장소에서, 오전 9-10 시에는 중고등학교 장소에서
다음의 일정대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 월요일 – 그룹 V 에 속한 학생들 그리고/또는 18 세 및 그 미만의 비(non)-HCPSS 학생
• 수요일 - E, A 또는 B 그룹에 속한 학생들
• 목요일 - 그룹 V 에 속한 학생들 그리고/또는 18 세 및 그 미만의 비(non)-HCPSS 학생
화요일과 금요일은 픽업이 없습니다. 픽업 시간/장소는 개별 학교의 필요와 그리고/또는 직원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모님/가디언은 계속해서 아이의 본교나 어느 배식 장소든 급식을 픽업할 수 있는
융통성/옵션이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는 픽업 금지입니다. 급식을 픽업하는 외부 장소는
학교별로 Nutrislice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들만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학교 건물 내에 있는 것이 허용됩니다.
급식을 픽업하는 자는 누구나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는 학생들 (그룹 V)과 18 세 및 그 미만의 비-HCPSS
학생들
급식을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픽업할 수 있고 여기에는 아침과 점심, 간식 그리고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 월요일 픽업은 월, 화, 수요일 급식을 포함
• 목요일 픽업은 목, 금, 토, 일요일 급식을 포함
• Nutrislice 에서 온라인으로 급식 사전(pre)-주문 가능
• 모든 사전-주문은 수업일 이틀 전에 미리 주문 되어야 함
• 급식은 사전-주문 없이, 어느 배식 장소로나 바로 들어가 받을 수 있음
모든 배식 장소의 픽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초등학교 장소들: 오전 7:45-8:45
• 중학교와 고등학교 장소들: 오전 9-10 시

1 주일에 5 일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학생들(그룹 E)
아침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무료 아침을 받아 교실에서나 다른 지정 장소에서 먹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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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학생들은 학교 식당으로 와서 집에서 가져온 점심을 먹거나 점심을 배식 받아,
식당에서나 기타 지정 장소에서 먹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기타 안전 사항들이
강조될 것입니다. 배식 되는 모든 음식은 개별 포장 또는 패키지화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음식, 우유, 소스 그리고 식사 도구 등 어떤 물건이든 셀프-서비스 해서는 안됩니다.
저녁과 간식
저녁과 간식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점심 때 제공됩니다.
수요일에는 점심과 저녁 및 간식을 수업 후에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아침 급식 때
제공됩니다.

주말 급식
추가 급식은 수요일마다 픽업할 수 있으며 주말 이틀간의 아침과 점심, 간식,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모든 장소의 픽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o 초등학교 장소들: 오전 7:45-8:45
o 중학교와 고등학교 장소들: 오전 9-10 시
주말 급식은 사전-주문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본교 장소나 이용 가능한 어느 HCPSS
급식 장소에서든 바로 들어가서 픽업할 수 있습니다.

1 주일에 이틀의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학생들(그룹 A 와 그룹 B)
아침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무료 아침을 받아 교실에서나 다른 지정 장소에서 먹게
됩니다.

점심
학생들은 학교 식당으로 와서 집에서 가져온 점심을 먹거나 점심을 배식 받아,
식당에서나 기타 지정 장소에서 먹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기타 안전 사항들이
강조될 것입니다. 배식 되는 모든 음식은 개별 포장 또는 패키지화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음식, 우유, 소스 그리고 식사 도구 등 어떤 물건이든 셀프-서비스 해서는 안됩니다.
저녁과 간식
저녁과 간식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점심 때 제공됩니다.
온라인 수업일과 주말의 급식
급식은 수요일마다 픽업할 수 있고 5 일간의 아침과 점심, 저녁 및 간식이 포함됩니다.
모든 장소의 픽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o 초등학교 장소들: 오전 7:45-8:45
o 중학교와 고등학교 장소들: 오전 9-10 시
사전-주문이 안됩니다. 학생의 본교 장소나 이용 가능한 어느 HCPSS 급식 장소에서든 바로
들어가서 픽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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