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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제이 푸드 서비스에 관하여
우리는 인가된 푸드 서비스 관리 업체로 10여년동안 학교 급식을 운영해왔습니다.
우리는 뉴저지에서 가장 큰 급식 업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뉴저지
전역의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합니다.
엘제이 푸드 서비스는 건강을 중요히 여깁니다. 알러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ljsfoodservice.com/AllergyInfo.htm allergy information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퀵링크
로그인
학부모 가입
자주 묻는 질문
연락처
출장 연회 서비스 사이트

ABOUT US:
회사소개:
우리는 인가된 푸드 서비스 관리 업체로 지난 10여년 동안 학교 점심 급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출장 연회 서비스는 우리 회사의 중추이고 회사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는 뉴저지의 가장 큰 출장 연회 업체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pse&g 에 매일 아침마다 190여명의 근로자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엘제이는 음식과 영양의 힘과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카페테리아에 모인 학생들은
균형잡힌 점심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매일 제공받는
점심 식사를 세심히 관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급식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관리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인증된 음식들을
조리합니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우리 역할을 지키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학생들의 기대를 만족하는 영양가 높고 인증된 음식을 통해 최고의 맛을
선보입니다. 급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 메뉴를 제공합니다.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독특하게 구성된 음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매달마다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위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입니다. 엘제이 계정에서 반복되는 메뉴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와 타업체를 견주며 최고가 될 때까지 절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발전하는 급식 시스템을 만드렁 내기 위해 노력하여 이 분야에서 리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념으로 운영한다면 엘제이는 엄선된 회사가 될 것이고 꿈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헌신적인 경영자와 잘 훈련된 직원들을 통해 성과를 이뤄내리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세심히 돌아보아 발전하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엘제이는 학생들에게 질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양질의 점심급식과 더불어 우리는 숙련된 출장 연회 서비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In-Service day, Tricky trays 와 sports dinner 를 통한 학교 기금
조성 지원도 포함됩니다. 엘제이의 역동성은 푸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대 이상으로 만족시킵니다. 우리는 가족 운영 체제의 사업장이며
소유주가 매일의 작업에 직접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원칙들로 학생과 직원에게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며, 성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고대한다.
엘제이와 개인 연회 서비스는 북부 뉴저지에서 22년동안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주요 기업, 자동차 딜러, 학교 점심 서비스와 지역의 다른
기업체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객들의 신뢰와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훌륭한 음식과 주목할만한 서비스와 세심하게 특화된
메뉴까지.. 성공을 위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의식, 정중함과 세심함 이 모두는 여러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차별화 된 수준과 세심함이라는 평가를 얻어왔습니다. 우리
제품은 최고의 규격과 엄격한 위생관리하에 매일 생산된 신선한 제품들입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1단계 : 학부모등록/로그인
'내 계정' 으로 가서 정보를 입력하시오

2단계 : 로그인
내 계정에서 사용자명과 암호를 입력하시오

3단계 : 자녀 등록
'내아이' 탭으로 가시오
'추가' 를 클릭하시오
아이의 정보 ( 이름, 성, 별명, 학교 id, 학년, 담임선생님) 를 입력하시오
학교 id 를 받기 위해 info@ljsfoodservice.com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id 없이는 급식을 주문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추가' 를 클릭하시오
팝업창이 뜨면 ok 를 클릭하시오

4단계 : 메뉴 설정
'내아이' 탭으로 가시오
메뉴 선택을 위해 'Set Menu 버튼' 을 누르시오
id 없이는 메뉴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SCHOOL ID = CHS121808
좋아하는 메뉴가 있는 날짜를 '체크박스' 에서 클릭하시오
만약 당일에 원하는 메뉴가 없다면 '드롭 다운 박스' 에서 대체 메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스크린 상단의 '캘린더 확인' 버튼을 설정합니다.

만약 여러개월을 선택하면 다음 달로 이동하기 전에 확인 달력 버튼을 분명히
클릭하십시오
다음 달로 이동합니다.
자녀의 캘린더를 다시 보고 네가지 옵션중 하나를 클릭하세요.
결제 방법
자녀 추가
캘린더 인쇄
돌아가기
여러분은 두가지 옵션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via Paypal 로 지불하기
via Check 로 지불하기

5단계 : 결제 옵션 :
*paypal - paypal 에 링크되면 결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옵션을
선택하면 주문완료로 간주될 것입니다. 쿠폰은 '내 계정' 탭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eck - 인보이스를 인쇄하기 위한 옵션이 보일 것입니다. 인쇄된 인보이스에
체크나 현금을 첨부하여 학교로 보낸후 시스템에 체크가 입력되면 '내 계정' 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과정은 24_48시간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구내에서 조리를 하는 학교에서는 7-1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이 옵션을
선택한다면 주문은 보류로 고려될 것입니다. 보류 주문이므로 음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미결제 - 만약 아직 결제하지 않았다면 메뉴를 추가, 제거 혹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크로 결제하는 주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인보이스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았다면 '인보이스 미결제' 를 클릭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6단계 : 쿠폰 인쇄

일단 paypal 혹은 체크/인보이스가 회사 시스템에 입력되면 주문 '완료' 로
간주됩니다. 쿠폰은 '내 주문' 탭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문' 완료' 가 되면
여러분은 인보이스를 보거나 쿠폰을 인쇄할 수 있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문이 '보류' 되면 인보이스를 보거나 주문을 마치기 위해 paypal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류' 과정에서는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24-48시간의
처리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프린트
메시지가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질문들 :
엘제이 연락처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자녀와 학교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 불만, 문제 혹은 제안 사항등이 있으시면 201438-7325, 201-438-4022 로 전화주시거나 info@ljsfoodservice.com. 로 이메일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문취소와 크레딧 취득방법은?
크레딧은 다음번 급식 결제를 위해 발급, 저장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급식이 있는 날 오전 8시 이전에 info@ljsfoodservice.com.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 급식전날 자정전에 온라인 메뉴에서 메뉴를 취소하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
(1) 의 경우에 크레딧을 받는데 이틀이 걸리고
(2) 는 자동적으로 즉시 발급됩니다.
크레딧으로 발급된 쿠폰은 메뉴가 원래 결제되었을 당시날짜에 보여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이 3월의 메뉴를 3월 1일에 주문한 후 3월 15일에 취소하면
크레딧을 받습니다. 4월 주문시 4월에 주문된 첫 메뉴는 3월 15일에 받은 크레딧이
적용될 것입니다. 크레딧으로 구매한 메뉴 쿠폰은 3월 1일 주문했던 날짜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일 주문은 어떻게 하나요?
당일 주문은 급식날 오전 8시까지 201-438-4022 로 연락주십시오. 급식은
제공받지만 쿠폰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급식에 대한 요금은 당일주문을 했다면
현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쿠폰을 가진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다 먼저 급식을
받습니다. 전날밤 자정까지 온라인에 등록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십시오.

'완료' 혹은 '보류' 주문은 무엇입니까?
6단계 '쿠폰 인쇄' 를 보십시오.
식단 준비와 양질의 음식을 제공받기 위해 가능한 빨리 주문해주십시오. 그러나
paypal 로 결제한다면 전날 밤에 주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용카드대신 은행에
링크된 이체크나 paypal 계정은 4-5일의 소요시간이 걸릴것이고 체크가
결제될때까지는 쿠폰이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체크 지불방법?
"LJ Food Service" 로 체크를 발행해서 학교 로비의 "lj's" 박스에 넣거나 급식
도우미에게 제출하십시오. 체크와 인보이스를 고정시키고 빠짐없이 기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결제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온라인상에서 취소 혹은 변경할 수 있나요?
온라인을 이용할 때는 급식 전날 자정까지 취소 혹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 메뉴를 취소하십시오. 취소후 '캘린더 확인' 을 클릭하십시오.
내 계정에 크레딧이 발급될 것이고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변경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 메뉴를 취소후 '캘린더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나서
메뉴로 돌아가 새로운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확인' 을 다시한번 클릭하신 후
주문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결제방법'을 클릭하십시오.
'캘린더 확인' 은 각 단계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 쿠폰은 어디에 있나요?
1. 여러분의 학교가 그것을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쿠폰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결제하셨나요? 체크 와 이체크 (데빗카드에 연계된 paypal) 는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때까지 내 계정은 '보류' 로 표기될 것입니다.
3. 크레딧을 받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래를 보십시오.
크레딧으로 지불한 메뉴를 위한 쿠폰은 원래 지불했던 당시의 인보이스/쿠폰
페이지에 보여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10월에 2개의 크레딧을 가지고
11월에는 10개의 메뉴를 선택했다면 11월 첫 두 메뉴에는 원 주문시 메뉴에 쿠폰이
보일 것입니다. 나머지 8개의 메뉴는 새로운 인보이스와 쿠폰이 발행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보이스는 위의 예에서는 8개의 급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크레딧을 사용한 쿠폰은 원래 주문당시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크레딧을
사용한다면 쿠폰은 원래 발급됐던 당시의 쿠폰 페이지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어떻게 크레딧을 얻을 수 있나요?' 를 보십시오

내 자녀가 급식을 제공받을 것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문이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완료되었는지 보기 위해 '재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주문' 클릭
'재확인' 하기
원하는 주문 찾기
'체크로 결제하기' 클릭
여러분의 인보이스가 보일 것입니다. 만약 인보이스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르게 추가되지 않았거나 메뉴가 빠졌거나 잘못된 메뉴가 있는등) 주문이 정확히
처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급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주문을 수정할 수 없다면 다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메일 mailto:info@ljsfoodservice.com/ 전화 201-438-7325, 201-438-4022

학교 id 는 무엇입니까?
학교 id 를 받기위해 mailto:info@ljsfoodservice.com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이 id 없이는 주문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볼 수 없습니다.

LETTER HOME TO PAREN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