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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COVID-19 자원 및 지원:
식품 이용
 앨러미다 카운티 COVID-19 식품 배부 테스트 및 서비스 지도에서 주소지와 가까운 식품 배부 서비스를

검색하세요(http://www.acgov.org/maps/food-services.htm).
 18세까지 아동을 위한 학교 기반 식사: 앨러미다 카운티 교육 사무소 웹사이트에서 교육구별로 식사 서비스를
검색하세요.
 특별 쇼핑 시간: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일부 상점에서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를 위한 특별 장보기 시간을 운영해,
상점이 청결하고 손님이 가장 적은 시간에 장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시니어즈(Spectrum Seniors)에서는
https://www.spectrumseniors.com/covid-19- resources에 주요 상점
체인의 최신 정책 목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Berkeley/Emeryville의 목록은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Ho90nsyFYCBcPN9OeThsRO7EDVHMC7aoS2W8xYqnEA/edit?ts=5e7bb3e
3# gid=0에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가능한 앱 사이트 https://foodfinder.us/에서 미국 전역에 걸쳐 우편번호로 식품 자원을 검색하세요.
기관
앨러미다 카운티
커뮤니티 푸드
뱅크

웹사이트 및 연락처
정보:
웹사이트:
https://www.accfb.org/g
et-food/

서비스 주소

제공 서비스
헬프라인을 통해 전화주신
당일 식료품 자원이나
따뜻한 식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al Fresh
신청지원
푸드 팬트리

7900 Edgewater Dr.
Oakland, CA 94621

전화: (510)635-3663
버클리 푸드
웹사이트:
팬트리(Berkeley Food
Pantry)
https://www.berkeleyfo
odpantry.org/

1600
Sacramento
Street Berkeley,
CA94702

참고/ 자격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오후
2시~오후 4시



주소 증빙이 가능한
Albany 및 Berkeley 주민
대상
가방이나 봉지를
지참하십시오

월 1회 식료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510) 525-2280

식품 이용 자원

서비스 요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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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팀
오클랜드(Cityteam
Oakland)

웹사이트:
https://www.cityteam.o
rg/oakland

720 Washington St
Oakland, CA 94607

다이닝 홀에서 투고 식사 제공 조식: 매일 오전 7시
중식: 매일 오후
12시 저녁: 매일
오후 6시 30분

3081 Teagarden Street,
San Leandro CA

푸드 팬트리
고객이 식료품 가방을 창고
입구에서 픽업하거나
자동차까지 가방을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달은
(510) 561- 9042번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전화: (510)452- 3758
데이비스
스트리트(Davis
Street)

웹사이트:
http://davisstreet.org/ind
ex.php/familyservices/food-clothing/
전화: (510)347-4620

월~금 오전 10시~
오후 5시



San Leandro, San
Lorenzo, Castro Valley,
Ashland, Cherryland 및
Hayward 주민 대상



고객은 식품
프로그램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고령자와 고위험군 고객의
경우 데이비스 스트리트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자택으로
식료품 가방을 배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트
오클랜드
스위치보드(
East Oakland
Switchboard
)
이스트
오클랜드
호미즈
임파워먼트
프리덤
스토어(East
Oakland’s
Homies
Empowerment
FREEdom
Store)
식품 이용 자원

전화: (510) 569-6369

웹사이트:
http://www.homiesempo
werment.co/

무료 제공: 식료품, 농산물,
세면용품, 기저귀, 유아용
유동식

7631 MacArthur Blvd,
Oakland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베이 에어리어 주민

전화: (510)542-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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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통일 그리스도
교회(Eden United
Church of Christ)

웹사이트:
https://www.edenucc.co
m/

21455 Birch Street,
Hayward, CA, 94541

전화: (510) 582-9533

프레몬트
패밀리 리소스
센터(Fremont
Family Resource
Center)

웹사이트:
https://fremont.gov/22
8/Family-ResourceCenter

트라이 시티
볼룬티어즈 푸드
뱅크(Tri-City
Volunteers Food
Bank)

웹사이트:
http://www.tricityvolunteers.org/servi
ces/

리그 오브
볼룬티어즈(Leag
ue Of
Volunteers, LOV)
밀즈 온 휠즈
앨러미다
카운티(Meals on
Wheels Alameda
County)

식품 이용 자원

전화: (510)793-4583

웹사이트: www,lov.org

39155 Liberty
Street Fremont,
CA

푸드 팬트리
사이트(스페인어 및
영어) (코미다 데이) 10개
사이트, 요일 및
시간대는 위를
클릭하세요
Tennyson에서 투고 저녁
식사

매월 2, 4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소진 시까지
월, 수, 금
오후 4시 30분~오후
5시 30분

식품 배달 가능
– 웹사이트에서 양식 작성 필수
모바일 팬트리:
매월 1, 3주
선착순으로 80개
수요일 오전
식료품 가방 제공
10시 30분~11시
30분

트라이 시티
볼룬티어즈 푸드
뱅크:
37350 Joseph
Street
Fremont, CA 94536

푸드 뱅크

8440 Central Ave.
Newark

가정 푸드 팬트리 배달

드라이브스루 월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목요일











전화: (510)793-5683
이메일: LOV@lov.org
웹사이트:
https://www.feedingsen
iors.org/

고령자 대상 식사 배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픽업 및 배달을
예약하십시오





드라이브
스루 및
복수 언어
전체
사이트
보기:
https://ww
w.edenucc.
com/comid
a-paracherryland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직선
거리에 "그랩 앤드
고"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요망
Fremont, Union
City를 위한 푸드
뱅크
프로그램 등록
필수
고객은 주 1회
식료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remont, Newark 및
Union City 대상.

웹사이트를 통해 식사
배달 신청 필수

전화: (510)777-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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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오픈
핸드(Project Open
Hand)

웹사이트:
https://www.openhand.
org

1921 San Pablo Ave,
Oakland, CA 94612

냉동식품 및 식료품
가방

675 23rd Street
Oakland, CA 94612

다이닝 홀: 투고 식사
주 5일 따뜻한
중식(주중)

5316 Telegraph Ave
Oakland, CA 94609

푸드 팬트리

전화: (510) 622-0221

세인트 빈센트 드
폴 커뮤니티
센터(St. Vincent
De Paul
Community
Center)

웹사이트:
https://www.svdpalameda.org/

CNP
참여자는
COVID- 19
팬데믹 동안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프로그램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info@openhand
.org
화요일 ~ 토요일
오전 10시
45분~오후 12시
45분



참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고령자(60세+) 또는
장애가 있는
성인(18세+)만
가능합니다



위치까지 오실 수 있는
모든 분께 무료 식사
제공
게이트 23rd street
입구에서 픽업)

제공 식사 매일
포스팅:
https://www.facebook.
c om/SVdPalameda/
전화: (510)638-7600
텔레그래프
커뮤니티
미니스트리
센터(Telegraph
Community Ministry
Center)

웹사이트:
http://www.telegraphce
nter.com/welcome/

따뜻한 조식(수~일
오전 6시~오전 8시)

전화: (510) 961-4385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오후 6시~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호프 포 더 하트(Hope 웹사이트:
for the Heart)
http://www.hope4thehe
art.org/
- 식품 배부
센터

식품 이용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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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헤이워드
패리쉬(South
Hayward
Parish)
헤이워드
패밀리 리소스
센터(Hayward
Family Resource
Center, FRC)

웹사이트:
http://southhaywardpar
ish.org/food-pantry/

마운트 시온 선교
침례교회(Mount
Zion Missionary
Baptist
Church)(계속)
커뮤니티 푸드
기브어웨이(Com
munity Food
Giveaway)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
c om/pages/MountZion- MissionaryBaptistChurch/1153111251541
88

세인트 매리 센터(St.
Mary's Center)

웹사이트:
http://stmaryscenter.o
r g/community-center/

푸드 팬트리

화요일~금요일
오후 1시 30분
~오후 4시 30분.

Oakland

자택 대기 중
커뮤니티 센터 중식
잠정 중지.
고령자를 위한 식품
프로그램 배달
서비스로 대체됨

자세한 사항은
써머 2020
뉴스레터 참조

1151 6th St. Berkeley CA

매주 무료 "팜 스탠드"

배부 수요일 오전 11시등록 오전 10시

27287 Patrick Avenue,
Hayward, CA 945444405

전화: (510)785-3663
웹사이트:
https://ebac.org/servic
e s/family-hayward.asp

Hayward, CA 94544

전화: (510) 300-3135

Berkeley 및 Oakland

전화: (510)893- 2932

전화: (510)-923-9600

어반 아다마(Urban
Adamah)

Hayward 및 Union City 주민
대상

웹사이트:
https://www.urbanada
mah.org/thefarm/free- farmstand/

수요일 10시에 온라인 등록

전화: (510) 649-1595 X
101
식품 이용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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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푸드
네트워크(Ber
keley Food
Network)

웹사이트:
https://berkeleyfoodnet
work.org/

버클리 푸드
네트워크 스쿨
팬트리즈(Berke
ley Food
Network School
Pantries)

웹사이트:
https://berkeleyfoodnetw
ork.org/school/

식품 이용 자원

현장 팬트리

1925 9th St., Berkeley

전화: (510)616-5383

복수의 장소 운영:
 Washington
Elementatry 주소: 2300 MLK
Jr. Way 94707
 Rosa Parks
Elementary 주소: 920 Allston
Way
 Longfellow Middle

School 팬트리
프로그램 무료 조식
및 중식 픽업
서비스(BUSD 가족
대상)

6

월~목, 오전
10시~오후 2시, 월 &
수 오후 5시~오후
7시, 1, 3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미리
웹사이트나 전화로
확인 요망(운영 시간
연장 가능) 노동절
휴일로 9월 7일은
휴무
월, 수, 금 오전 11시~
오후 1시
월수-2 각각 조식 및
중식
금-1 각각 조식 및
중식
2, 4주 금요일
가족당 1개 식료품
가방 픽업 가능.

전부 스스로 보고한
요구에 따름. Berkeley 및
Albany 주민을 위해 설계






Washington
Elementary의 경우,
Bancroft와 MLK에
테이블 세팅
Rosa Parks Elementary의
경우, 현관 포티코에
테이블 세팅
Longfellow Middle
School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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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푸드 &
하우징
프로젝트(Berkel
ey Food &
Housing Project)

식품 배부
센터(Food
Distribution
Center) -Oakland
international High
School
앨러미다 푸드
뱅크(Alameda Food
Bank)

식품 이용 자원

웹사이트:
https://bfhp.org/servic
es/food/

School: 주소 1522 Ward St
Willard Middle
School - 주소:
2425 Stuart St
Berkeley High
School - 주소:
1980 Allston
Way
Martin Luther King
Jr Middle School 주소: 1781 Rose St

업데이트 사항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타 BUSD 학교
장소 2, 4주 금요일
식료품 가방 픽업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학교
선택(select a
school)을 클릭해
목록에서 해당
학교를 찾아 상세
정보를
클릭하십시오.

2140 Dwight Way,
Berkeley, CA 94704

무료 투고 커뮤니티 밀
제공

4521 Webster St.
Oakland, CA 94609

모바일 푸드 팬트리






Sacramento와 California
사이에 테이블 세팅
Willard Middle School의
경우, Telegraph
가까이에 테이블 세팅
Berkeley High School의
경우, Kittredge St.
가까이 Milvia의
옥외통로에 테이블 세팅
Martin Luther King Jr,
Middle School의 경우,
Grant로 진입해 농구
코트까지 주행하세요.
다이닝 커먼즈 정문에
테이블
세팅

월~금 오후 3시~오후
4시

전화: 510-649-4965

웹사이트:
https://www.accfb.org/

월수금 오후
12시~오후 5시
버스 노선 96

650 W Ranger Ave
Suite D
Alameda, CA 94501

전화: 510-52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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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앨러미다 주민 대상
 주 1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버전: 9-30-2020

앨러미다 카운티 의료 서비스국
공중보건부
www.acphd.org

Colleen Chawla, 국장
Kimi Watkins-Tartt, 국장
Nicholas Moss, MD, 임시 보건 사무관

공중보건부: 대표 전화 (510) 267-8000
COVID-19 정보: (510) 268-2101
식품 배부
센터(Food
Distribution
Center) -East Bay
Alliance For A
Sustainable
Economy
식품 배부
센터(Food
Distribution
Center) - East Bay
Asian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루츠 커뮤니티 헬스
센터(Roots
Community Health
Center)

웹사이트:
http://workingeastbay.or
g/

1714 Franklin Street
Oakland, CA 94612

전화: (510)893-7106
전화: (510)287-5353

th

310 8 street Oakland
94607

7272 MacArthur
웹사이트:
https://rootsclinic.org/f Blvd. clinic site
resh-local-csa-producediapers/

신선한 현지 CSA 농산물
박스와 기저귀

매월 2, 4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Sobrante Park

식품 이용 자원

매월 1, 3주 화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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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9-30-2020

앨러미다 카운티 의료 서비스국
공중보건부
www.acphd.org

Colleen Chawla, 국장
Kimi Watkins-Tartt, 국장
Nicholas Moss, MD, 임시 보건 사무관

공중보건부: 대표 전화 (510) 267-8000
COVID-19 정보: (510) 268-2101
오픈 하트 키친(Open 웹사이트:
Heart Kitchen)
www.openheartkitchen
.org

일반 시민 대상 뜨거운
식사 제공
무료 투고 핫밀
도로변 픽업

Robert Livermore
Community Center
4444 East Ave.,
Livermore, CA 94550

https://www.openheart
kitchen.org/hot-meals/

Dublin, Pleasanton 혹은
Livermore의 60세+
고령자는 따뜻한 중식
픽업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하시기
전에 영업일 오후
1시까지 925-500824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다이너
옵션은
Pleasanton에서 제공합니다

전화: (925) 580-1616

식품 이용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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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오후 1시~오후
3시




인당 최대 4인분까지
픽업 가능
마스크 착용 필수

925-500-8241번으로
전화해
60세+ 고령자 핫 런치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버전: 9-30-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