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받으세요
주간 무료 식료품

📞

💻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전역의 여러 곳에서 신선한 주간 식료품을 제공합니다 근처에있는 무료 식료품 저장실을 찾으려면
전화하십시오 사진 신분증을 지참 해주십시오 신분증에있는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주소 증명을 준비하십시오

누가 자격이됩니까? 샌프란시스코 및 마린 카운티 거주자.

비상 식량

📞

💻

즉각적인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면 선반에 안정적인 음식을 일간 비상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자격이됩니까? 이 서비스는 비상 상황을위한 서비스이며

상원 의원을위한 보충 식품

📞

개월 내에 한 번 제공됩니다
💻

저소득 노인 분 들은 참치, 콩, 땅콩 버터, 통조림 야채와 같은 고품질의 선반 안정 식품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배포 사이트는 샌프란시스코와 마린에 있습니다

누가 자격이됩니까? 특정 소득 지침 내에서

세 이상인 노인 자격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십시오

식료품 집배달

📞

외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정에서 배달되는 식료품을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자격이됩니까?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저소득 노인

세 이상 장애가있는 성인에게만 제공됩니다

식품 접근 자원
CALFRESH 신청 지원

📞

이전에는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칼 프레쉬
직불 카드처럼 작동하는

는 저소득 가정과 개인을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혜택은

카드에 매월 예금됩니다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 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

카드는 식료품 점 소규모 소매 업체 및 농민 시장에서 식품을

수신은 수취인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격이되는지 알아보십시오 푸드 뱅크 직원은 신청 과정을 도와 드릴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영양 교육

💻

건강하게 먹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르십니까 주간 식료품 가게에서 제공되는 많은 음식을 사용하는
건강하고 맛있는 빠른 요리법을 보려면

를 방문하십시오 예산으로 쇼핑 할 수있는 팁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양 교육 자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환원하세요
지원자

📞

💻

직접적인 차이점을 만드십시오샌프란시스코 또는 마린의 푸드 뱅크에서 자원 봉사를하면 이웃 팬트 리 어린이 간식
프로그램 및 수프 부엌을 위해 음식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주말에는 어린이 환영합니다

음식을 기부하십시오

📞

💻

동료, 학교, 클럽 또는 교회와 모금 행사 개최 하세요. 기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를 동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식량을 제공 할 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금 기부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 마린 푸드 뱅크

📞

💻

는 귀하의 풍부한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신선하고 영양가있는 음식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푸드 뱅크는 인종 피부색 종교 신조 출신 국가 가계 시민권 연령 성별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 군필 여부 결혼 여부 또는 성 취향을 불법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