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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지원 
 

 Http://www.acgov.org/maps/food-services.htm에서에서 알라메다 카운티 COVID-19 식량 배포, 검사 및 
서비스 지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주소 근처의 식량 배포 서비스 위치를 추적하십시오. 

 18세까지의 어린이 대상 학교 기반 식사 알라메다 카운티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학군 제공 식사 서비스를 
찾으십시오. 

 식량 자원 찾기: 다운로드가 가능한 다음 APP 사이트를 통한 미국 전국 우편번호: https://foodfinder.us/ 

 
단체 웹사이트 및 연락처: 서비스 

제공 주소 
제공 서비스 서비스 일자/시간 메모/적격성 

알라메 
다 카운 
지티역사회 식량 
창고 

웹사이트 
• https://www.accfb.or 

g/get-food/ 
전화 
• (510)635-3663 

 식량 도움전화 및 칼후레 
쉬 (Cal Fresh) 신청 보조 

월요일~금요일 오 
전 9시~오후 4시 

•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 

모든 성인 주교 
제 교회 
(Saint Episcopal 
Church) 

웹사이트 
• https://saintsalive.n 

et/social-ministries/ 

전화 

• (510) 569-7020 

911 Dowling 
Blvd. San 
Leandro, CA 
94577 

식량 저장고 커브사이 
드 픽업. 

매달 첫 번째와 세 번째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 샌리앤드로 및 기타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 

• 첫 방문 등록 당시 신 
분증 제시. 

알라메다시 식량 
창고 

웹사이트 
• https://www.alameda 

foodbank.org/ 

전화 

• (510) 523-5850 

650 W Ranger 
Ave Suite D 
Alameda, CA 
94501 

드라이브쓰루 배포 월수금 
오후 12시~오후 4 
시 96 버스선 

• 알라메다 카운티주 
민 

• 신분증 및 주소증명 
이 요구됨. 

• 온라인 접수 양식을 
완료하십시오. 

• 주당 한 차례의 방문 

http://www.acgov.org/maps/food-services.htm
https://www.acoe.org/page/989
https://foodfinder.us/
https://www.accfb.org/get-food/
https://www.accfb.org/get-food/
https://www.accfb.org/get-food/
https://saintsalive.net/social-ministries/
https://saintsalive.net/social-ministries/
https://saintsalive.net/social-ministries/
https://www.alamedafoodbank.org/
https://www.alamedafoodbank.org/
https://www.alamedafoo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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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웹사이트 및 연락처: 서비스 
제공 주소 

제공 서비스 서비스 일자/시간 메모/적격성 

버크리 식량 
네트워크 

웹사이트 
• https://berkeleyfoo 

dnet work.org/ 
전화 
• (510)616-5383 

1925 9th St., 
버클리 (건물 
주차장 편에 
서 출입) 

현장 식량 저장고 월~목 
오전 10시~오후 2시. 
월 & 수 
오후 5시~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웹사이트에서 또는 전화로 
휴일 일정 및 식량 저장고 운영 
시간에 변동을 확인하세요. 

• 버클리 및 알바니 주민. 
• 자가 보고한 

필요에 기반 

• 주당 한 차례의 방문 

 

공 

2701 Martin 
Luther King 
Jr., Berkeley 

버클리 전문 학교 
이동 식량 저장고 

매달 2번째 및 4번째 화요일 
오후 2시 30분~오후 4시 

버클리 남부 지역 대상 

1980 Allston 
Way, Berkeley 
Bancroft Way 
건너편 MLK Jr 
Way에 위치한 
게이트; 
G 건물과 
운동장 사이 

버클리 고등학교 
이동 식량 저장고 

매달 1번째 및 3번째 
화용일 

오후 3시~오후 4시 

버클리 중심 지역 대상 

이스트 
오클랜드 
스위치보드 

전화 
• (510) 569-6369 

1909 73rd 
Ave. Oakland, 
CA 

식량 저장고 월~금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 
• 신분증 불필요 
• 주당 한 차례 식량 

픽업 가능 

https://berkeleyfoodnetwork.org/
https://berkeleyfoodnetwork.org/
https://berkeleyfoodnetwork.org/
https://berkeleyfoodnetwo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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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 오클랜 
드의 Homies 
Empowermen 
t FREEdom 상 
점 

웹사이트 
• http://www.homiese 

mpowerment.co/ 
전화 

• (510) 485-2224 

7631 MacArthur 
Blvd, Oakland 

식량 저장고, 세면도구, 
기저귀, 분유, 청과물, 
통조림류, 기저귀 및 
세면도구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베이 에리아 주민 

http://www.homiesempowerment.com/
http://www.homiesempowerment.com/
http://www.homiesempowerment.com/
http://www.homiesempower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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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던 통일 그 
리스도 교회 

웹사이트: 
• https://www.edenu 

cc. com/comida- 
para- cherryland 

전화 

• (510) 582-9533 

21455 Birch 
Street, 
Hayward, CA, 
94541 

 식량 저장고 
 비상 식량 서비스 
 식량 배달 가능:반드시 
웹사이트에서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식량 저장고 자원 

매달 2번째 및 4번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4시 
또는 식량이 다 떨어지는 
시점까지 비상 식량 필요 시 
전화: 510-582-9533 

• 드라이브쓰루 

 

단체 웹사이트 및 연락처: 서비스 제공 
주소 

제공 서비스 서비스 일자/시간 메모/적격성 

희망 품기 (Hope 
for the Heart) - 
식량 배포 지점 

웹사이트 
• http://www.hope4the 

heart.org/ 
전화: 
• (510)689-9721 

22035 
Meekland Ave. 
Hayward, CA 
94541 

식량 배포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 1:30 
매달 3번째 토요일 
오전 7:30 

• 신분증 및 
거주처 증명. 

기저귀 요청 시 아이의 
출생증명서 

자원 봉사 
연맹 
(League 
of 
Volunteer 
s, LOV) 

웹사이트 
• www.lov.org 
전화 

• (510)793-5683 
이메일: 

• LOV@lov.org 

8440 
Central Ave. 
Newark 

 식량 저장고 
 보존 식품 자택 배달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 
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 
배달 또는 픽업 전화: 
1-510-793-5683 

• 프리몬트, 뉴아크 
및 유니온 시티대 
상 

• 신분증 불필요 
• 매달 한 차례식량 

확보 가능 

트라이- 
시티 
봉사자 
식량 창고 

웹사이트: 
• http://www.tri- 

cityvolunteers.org/s 
ervices/ 

전화 
• (510)793-4583 

37350 
Joseph 
Street 
Fremont, CA 
94536 

식량 저장고 화용일~금요일 오 
전 9:30~오후 3시 

• 프리몬트, 
유니온 시티,뉴아크 
주민 

• 반드시 
프로그램 
가입해야 함. 

• 주당 한 차례의 방문 
• 첫 방문 시 신분증 

제시 

https://www.edenucc.com/comida-para-cherryland
https://www.edenucc.com/comida-para-cherryland
https://www.edenucc.com/comida-para-cherryland
https://www.edenucc.com/comida-para-cherryland
https://www.edenucc.com/comida-para-cherryland
https://www.edenucc.com/comida-para-cherryland
https://www.edenucc.com/comida-para-cherryland
http://www.hope4theheart.org/
http://www.hope4theheart.org/
http://www.hope4theheart.org/
http://www.lov.org/
mailto:LOV@lov.org
http://www.tri-cityvolunteers.org/services/
http://www.tri-cityvolunteers.org/services/
http://www.tri-cityvolunteers.org/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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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 
밸리 헤븐 
식량 저장고 

웹사이트 
• http://www.trivalleyh 

a ven.org/get- 
help.html 

전화: 
• (925)449-1664 

418 Junction 
Ave. 
Livermore, CA 
94550 
(Mar 
Thoma 
Church) 

식량 저장고 월~금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 

• 리버모어, 더블린, 
플레젠턴 지역 

• 신분증 제시 
• 일주일에 한 번 

식품을 받을 수 
있음. 

헤이워드 남부 
교구 

웹사이트 
• http://southhaywar 

dpar ish.org/food- 
pantry/ 

전화 
(510)785-3663 

27287 Patrick 
Avenue, 
Hayward, CA 
94544-4405 

식량 저장고 드라이브쓰루 월, 화, 목, 금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 캐스트로 밸리, 
헤이워드 및 
유니온 시티 주민 

• 신분증 및 주소 
증명이 요구됨. 

 

http://www.trivalleyhaven.org/get-help.html
http://www.trivalleyhaven.org/get-help.html
http://www.trivalleyhaven.org/get-help.html
http://www.trivalleyhaven.org/get-help.html
http://www.trivalleyhaven.org/get-help.html
http://www.trivalleyhaven.org/get-help.html
http://southhaywardparish.org/food-pantry/
http://southhaywardparish.org/food-pantry/
http://southhaywardparish.org/food-pantry/
http://southhaywardparish.org/food-pantry/
http://southhaywardparish.org/food-pantry/
http://southhaywardparish.org/food-pa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