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 확보 노력 - 2021년 4월 

식량 확보 노력: 지역 식품 팬트리에게(서) 지원을 받거나 기부하는 방법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Fairfax 카운티는 식량 수요가 증가했고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Fairfax 카운티는 필요한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여러 자원이 있습니다. 

도움받기 

- 어려움(식량, 거주지, 고용, 건강관리, 등등)에 처하신 분은 702-222-0880, TTY 711, 조정 

서비스 계획 (CSP)에 연락해주세요. 

- Fairfax 카운티에는 커뮤니티에 긴급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70개 이상의 기관들을 수록한 

식품 서비스를 위한 인적 서비스 리소스 가이드가 있습니다. 

-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식품영양서비스 사무실에서는 학기 중에게 학생 건강 식단(Healthy 

Meals for Students)를 제공합니다. 

기부 

- Stuff the Bus를 통해 지역 푸트 뱅크를 지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금전적 기부를 통해 

기관들은 더 많은 식량을 배포하고 여러 커뮤니티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며, 기부가 적게 들어오더라도 식품 진열대를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부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량의 음식들 - 비영리 기관들은 기부 항목을 전환하여 소매자에게서 다량의 음식을 

특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커뮤니티에 음식 제공하기 - 금전적 기부를 통해 문화적으로 적절한 음식들을 

구매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커뮤티니들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신선한 식품 - 캔 또는 건조 음식은 식품 팬트리의 필수 품목이지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신선한 과일 및 채소들, 저지방 유제품들 및 저지방 단백질과 같은 푸드 

드라이브로 수집할 수 없는 음식들도 필요합니다. 

4. 적은 노동 - 비영리 기관들은 종종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으로 기부 항목을 분류하고 

선반에 배열합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자원봉사자의 인력, 특히 나이 많은 

성인들이나 기존에 질환이 있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5. 굶주린 분들은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 기부가 줄어드는 기간이 오더라도 굶주리는 

분들의 팬트리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현금으로 

지원해주십시오. 

추가 자원 

식량 지원 (SNAP) | 가족 서비스 (fairfaxcounty.gov) 

감염병 전자 혜택 양도(P-EBT) | 가족 서비스 (fairfaxcounty.gov) 

식량 지원 (SNAP) | 가족 서비스 (fairfaxcounty.gov)  

연락 유지 

- Fairfax 카운티 정부 facebook 페이지와 보건부 facebook 페이지를 팔로우하세요. 

- Twitter에서 @fairfaxcounty 및 @fairfaxhealth 를 팔로우하세요.  

https://www.fairfaxcounty.gov/neighborhood-community-services/coordinated-services-planning
https://www.fairfaxcounty.gov/neighborhood-community-services/coordinated-services-planning
https://www.fairfaxcounty.gov/HSRG/Pages/ServiceSearch.aspx?servicename=food
https://www.volunteerfairfax.org/home/stuff-the-bus-virtual-food-drive/
https://www.fairfaxcounty.gov/familyservices/financial-and-medical/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
https://www.fairfaxcounty.gov/familyservices/financial-and-medical/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pandemic-electronic-benefits-transfer
https://www.fairfaxcounty.gov/familyservices/financial-and-medical/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farmers-markets
http://twitter.com/fairfaxcounty
http://twitter.com/fairfax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