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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학교 식당에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아침과 점심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각 무료 급식에는 주 요리, 곡물, 과일 및/또는 야채를 선택할 수 있고 우유가 포함됩니다. 

  또한 추가 주 요리, 사이드 음식, 음료, 스낵, 시나몬 롤, 냉동 요구르트등과 같이 학생이 

좋아하는 다양한 식품을 알라카트로 제공합니다 

 알라카트 식품은 "Smart Snacks" (스마트 스낵)의  학교 영양 기준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제조되어 학생에게 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간식을 제공합니다. 

 알라카트 식품은 무료 급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료로 판매됩니다. 이러한 항목의 

가격은 온라인으로 cherrycreekschools.org > Programs and Services > Food & 

Nutrition > Men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mily.titank12.com 에서 학생의 식사 계좌에 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면 무료 및 할인 

급식 신청서로 이동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까? 

인드라 에게 720-886-7172 으로 연락하세요  

  
 

 
  

 

 

잊지마세요! 

매년 7월 1일 부터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무료급식 
 올 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체리크릭 학군은 이번 2021-22 학년도에 학교 급식을 무료료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청하십시오 
무료 및 할인 급식 혜택 

>> family.titank12.com에서 2021-2022 학년도 무료 및 할인 급식 혜택을  신청하십시오. << 

 
급식이  이미 무료인데 왜 무료 및 할인 급식  신청서를 작성합니까? 

승인된 무료 및 할인 급식 신청서기 등록되 있으면 무료 급식 외에도 귀하와 학교에 추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인 품목: 

 스포츠 요금 

 테스트 비용 

 비포 & 애프터 케어 

 기술 

 버스 패스 

 유틸리티 

 그 외 더 있습니다! 

학교를 도와주세요: 

학교 급식을 신청함으로써 

학교와 학군이 추가 자금을 

받고 보조금 및 추가 영양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생의 점심 계좌에 돈을 어떻게 충전합니까? 

자녀에게 학교로 돈을 보내거나 급식 계좌 관리 프로그램인 

Titan School Solutions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family.titank12.com 으로 들어가셔서 안내에 

따라 계좌를 만들고 학생의 계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급식이 무료인데 왜 내 계좌에 요금이 표시되나요? 

자녀가 추가 주 요리, 음료 또는 알라카트의 식품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항목은 무료 급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 및 영양 

서비스(720) 886-7173로 전화하시면 자녀의 계좌 활동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 메뉴는 어떻게 보나요? 

메뉴는 www.cherrycreekschools.org 상단의 배너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목록의 중간 열에서 식품 및 영양을 선택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식품 서비스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사이트 메뉴에서 메뉴-특별 

식단 정보를 선택합니다. 

학교 메뉴라고 적힌 큰 노란색 상자를 클릭하고 학교를 선택하십시오. 

내 학생의 계좌 잔액이 새 학교로 이전됩니까? 

학생의 점심 계좌는 체리크릭 학군과 함께 하는 시간 

내내 학생을 따라갈 것입니다. 

내 아이는 음식 알레르기 또는 기타 제한 사항으로 인해 특별 식단이 

필요합니다. 제 아이는 여전히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 www.cherrycreekschols.org의 식품 및 영양 페이지에 있는 식사 수정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지침은 양식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720) 886-7180으로 루크 실리, RD에게 문의하십시오. 

한 학생에게서 다른 학생에게 돈을 이체할 수 있습니까? 

예. 식품 및 영양 서비스 사무실(720) 886-7172로 인드라 

에게 전화하면 도와드립니다. 

학생 계좌에 있는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예. 식품 및 영양 서비스 사무실 (720) 886-7138으로 

세롤에게 전화하면  도와드립니다. 

지금 고용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넷 에게 720-886-7139 

으로 문의하세요 

1. cherrycreekschools.org 을 방문하세요 

2. 페이지 상단의 빨간색 배너의 채용(Careers)를 클릭하세요 

3. 'How can we help'(어떻게 도울까요)에서 외부 지원자(External 

Applicants)를 선택합니다. 

4. How to apply (신청방법)에서 Classified Applicants (분류된 

지원자)를 선택하거나 우측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경력에 따른 급여로 

시작합니다 

www.cherrycreekschools.org 
Programs and Services > Food & Nutrition 

(720) 886-7173 

 

 

점심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식품 및 영양 서비스에서는 주방 관리자, 보조 관리자, 주방 작업자 및 구호 작업자를 고용합니다! 

전일제 일, 시간제 일, 대기 일은 학교 주방에서 필요한 직책입니다! 

간단한 4단계로 지금 온라인으로 지원하세요!! 

우리와 연결되세요 

왜 체리크릭 식품 및 영양 

서비스에서 일합니까? 

 자녀와 같은 일정! 

 주말, 공휴일 및 여름방학 

 유급 휴가 5회 

 무료 점심 

 발전의 기회 

 의료 혜택 옵션 

 훌륭한 은퇴 혜택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그외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http://www.cherrycreekschool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