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및 보호자 여러분께,
2021-2022 새 학년으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은 반드시 사전 주문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첫 주(9 월 1 일 3 일)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급식을 주문하고자 하시는 경우, 주문 신청
마감일은 8 월 25 일 수요일 자정입니다.
USDA 는 학기 중 무료 급식 (조식 및 중식) 제공을 모든 학생들에게로 확장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기 중 매일 무료로 조식 한 끼와 중식 한 끼를 제공 받을 자격이 있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대상 급식은 반드시 사전 주문 하셔야 합니다.
고등학생 대상 급식은 사전 주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선택된 메인 요리뿐만
아니라 원하는 메뉴를 골라서 집어 가는 스타일의 한정 메뉴가 제공될 것입니다.
중학생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인피니트 캠퍼스(Infinite Campus)를 통해 반드시
급식을 사전 주문하셔야 합니다.:
•

인피니트 캠퍼스(Infinite Campus)에 로그인하여 좌측에 있는 “학교 매점(School Store)”을

선택하세요.
•

학교를 클릭하고, (화면 하단의) “카테고리(Categories)”를 선택하세요.

•

주문을 시작하시려면, 조식 또는 중식 주문 메뉴들을 선택하세요.

•

장바구니에 20 개 이상의 항목들을 넣지 말고 주문을 진행하세요. 각각의 학생에 대해

따로 주문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각의 학생에 대해 여러 주문들을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추가 중식 및 과자나 병에 든 생수와 같은 주문 식의 점심 항목들은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들에 대해 학생들의 계정으로 청구될 것입니다.
위생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도 급식에 대해 현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이스쿨벅스(MySchoolBucks)에서 계좌를 생성함으로써 온라인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식 산업은 현재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부족, 제한된 생산 및 계속되는 다른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마크(Aramark)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때로 메뉴 대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 및 계정 생성을 위한 마이스쿨벅스(MySchoolBucks) 링크를 포함하여 학교 급식 및 주문
진행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홈페이지인 급식 항목(Food Services sectio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급식에 대한 USDA 프로그램이 8 월 27 일 금요일 종료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식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우려가 있으신 경우, 516-364-5849 또는 다음의 메일 주소
foodservice@syossetschools.org 로 시오셋(Syosset) 아라마크(Aramark) 급식 담당자인
마가렛 곤잘레스(Margaret Gonzalez)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오셋(Syosset) 중심 학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