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에 좋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모든 식사 메뉴는 통곡, 저지방과 저당분이며 트랜스 지방이 없습니다. 

모든 아침 식사에는 위의 메뉴 중 여러분이 선택한 메뉴와 신선한 과일, 

100% 주스 및 우유가 포함됩니다. 학교별로 선택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5불의 마이너스 잔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이너스 잔액이 5불 이상이고, 학생이 무료 및 할인가 식사에 대한 

자격이 안 되거나, 식사를 위해 수중에 쓸 수 있는 돈(현금 또는 개인 

수표)이 없거나 지불할 돈이 계좌에 없으면, 학교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못 할 것입니다. 

  

시간 절약 & 온라인 지급 

family.titank12.com 

아침 식사 
 

 

뜨거운 식사 

아침 식사용 브리토 

스크램블 에그, 치즈와 살사가 들어간 

 

아침 식사용 피자 

통곡 크러스트에 맛좋은 칠면조 소시지와 

모짜렐라 치즈를 토핑으로 올린 

통곡 미니 팬케이크 

막대 모양 프랜치토스트 

시나몬 시럽을 곁들인 

 

 

      빵 종류 

크림 치즈와 함께 제공되는 통곡 베이글 

통곡 제과점 스타일의 빵과 머핀 

여러 종류의 아침 식사용 오트밀 바 

 

 

무료 및 할인가 식사 

만일 자녀가 무료나 할인가 식사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tusd.org/nutrition-service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 & 온라인 지급 

여러분은 family.titank12.com의 자녀 계좌나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체크나 현금으로 금액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영양 
서비스부 310.972.6350으로 연락하세요.  

 
영양 정보를 얻으시려면, 우리 웹사이트   

tusd.org/nutrition-services를 확인하세요. 

 

평생 지속되는 건강한 습관을 

증진하여 학습 돕기!   
 

 

토랜스 통합교육구 

영양 서비스 

2335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9 

310.972.6350 
 

이 기관은 평등 기회 제공자입니다.  

 

토랜스 통합교육구 

중학교 식사 메뉴 
 

신선하고 

신속한 
 

아침      & 

점심 
 



모든 식사는 신선한 야채로 채워진 샐러드바 이용 및 저지방 흰 

우유 또는 무지방 초콜릿 우유 선택이 포함됩니다. 

 

모든 음식은 건강한 식사를 위한 연방정부의 영양 지침을 

충족합니다. 

 

현재 식비를 알아보시려면 tusd.org/nutrition-services를 방문하세요.                          

이 메뉴들은 추가 메뉴이므로 상환받을 수 있는 식사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메뉴가 매일 제공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만 받습니다. 

학생 지급 계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받습니다. 학생 지급 계정을 

점심 추가 메뉴 

      

 

 

 

밭에서 온  

신선한 음식 
다양한 음식이 매일 제공되며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저 샐러드 

로메인 양상추, 파머산 치즈,  

크루통 & 치킨  

 
쉐프 샐러드 

      양상추, 잘게 썬 체더치즈, 토마토,  

           델리 칠면조 & 칠면조 햄  

 
차이니즈 치킨 샐러드 

양상추, 파, 오이,  

치킨 & 차이니스 국수  

 
요구르트 파르페 

부드러운 저지방 요구르트, 

바삭한 그래놀라 & 과일 
 

          

신선한 우리의 델리 음식 
양상추를 곁들인 통곡 롤빵, 토마토, 피클 칩,  

구운 감자 칩 & 신선한 과일  

• 구운 칠면조 & 프로볼론 치즈  

• 스모크 햄 & 치즈  

•  참치 샐러드 

따뜻한 그릴 음식 

통곡 햄버거빵에 여러분이 선택한   
토핑과 오븐에 구운 양념 감자튀김 제공 

• 100% 소고기로만 된 햄버거  

• 그릴 치킨 샌드위치 

• 바삭한 치킨 샌드위치 

• 소갈비 바비큐 샌드위치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 음식 
비스트로 피자 

여러 가지 토핑을 올린 통곡 크러스트 
 

아시안 스타일의 밥공기 

현미밥, 치킨 & 신선한 야채 제공 

 

다음의 선택 메뉴 포함: 
테리야키• 만다린 오렌지  

코리안 BBQ 
 

피에스타 프레쉬 

여러 가지 토핑 & 밥 & 리프라이드 
콩을 곁들인 다양한 종류의 브리토,  

앤칠라다 또는 타코  

빨간색 카트에서 
찾으세요 

요리                    
도미노스 피자       

픽업 스틱스            

링스 라이스 볼 

바삭한 치킨 샌드위치 

 
스낵 

     구운 칩  

  갓 구운 쿠키   

  통곡 크래커 

신선한 과일 

 
음료 

생수병  

카프리 썬 100% 주스 

스파클링 과일 주스 

 
 

그리고 이 메뉴들은 여러분의 다양한 

선택 메뉴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