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저장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드라이브 스루
식품 저장실 및
배달

오전 2시- 오후 3시: 마스지둘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기호 설명

첼튼엄 – 젠킨타운 - 스프링 필드

  

오전 11시-오후 1시:

오전 10시-오후 12:30:

오후 2시-3시: 마스지둘라

오전11시-오후 1시: 오전 9시-오후 12시:

오후11시- 오전1시:
종교간 주택 연합

종교간 주택 연합

종교간 주택 연합 종교간 주택 연합첼튼 교회 씨드 오브 호프

식료품 저장실의 주간 일정

돕는 이웃들
 

오후 1시-3시: 미츠바

오전 11시-오후 1시:

오전10시- 오후12:30: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12시-2시:젠킨

식료품 저장실

종교간 주택 연합

첼튼 교회 씨드 오브 호프

종교간 주택 연합
타운연합 감리 교회
식품 창고

오전
갈보리 교회 윈코트

9시-11시:

154번 지억의 이웃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의 7 일 기호 설명

첼튼엄 – 젠킨타운 - 스프링 필드
  

오전 9시- 오후1시:오전 9시- 오후1시:

오전 9시- 오후1시:

오전 11시-오후 1시: 오전 10시-오후 1시:

오전 10시-오후 1시:
종교 간 주택 연합

오전 9시- 오후12시:
종교 간 주택 연합

오전9시- 오후2시:
마스지둘라

오전9시- 오후2시:
마스지둘라

오전9시- 오후2시:
마스지둘라

식료품 저장실
노숙자를 위한
식료품 공급
식료품 저장실 및
배달

첼튼 교회 씨드 오브 호프첼튼 교회 씨드 오브 호프

첼튼 교회 씨드 오브 호프

종교간 주택 연합 종교간 주택 연합

식료품 저장실의 주간 일정

돕는 이웃들

오전7시-오후5:30:허용되는 내용을
확인하려면 3페이지에
나열된 모든 위치에
문의하십시오.

오전 10시-오후 1시:

오전 10시-오후 1시:

오전9시 오후 2시:
마스지둘라

세인트 미리 암

종교간 주택 연합

종교 간 주택 연합

154번 지억의 이웃을



215.646.5588
1601 North Limeki ln
Dresher,  PA
https://www.chelten.org/
food-pantry/

D

215.887.1342

Elkins Park,  PA
https://www.bethsholo
mcongregation.org/mit
zvah-food-pantry

215.886.0404
7910 Washington Lane.
Wyncote, PA 19095
www.calvarywyncote.c
om/food-pantry

267.318.0607
1250 Easton Road,
Roslyn
https://www.i-
fha.org/what-we-
do/food-cupboard/

215.274.5720
328 Summit Avenue,
Jenkintown
https://jenkintownumc.
org/loaves-fishes-
food-cupboard/
 

215.621.7800
7401 Limeki ln Pike
Phi ladelphia, PA 19138
https://www.masj idul la
h.org/healthandhumans
ervices

215.464.2224
12271 Townsend Road
Phi ladelphia PA
https://caringforfr iends.org

610-278-3601

215.836.9800  
654 Bethlehem Pike,
Fort Washington
https://www.mysaintmi
r iam.org/wp/blessing-
bags/
 

 
연락처

첼튼엄 – 젠킨타운

8231 Old York Road

한 달에 한 번 음식 배달
60 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젠킨 타운 유나이티드

마스 지 둘라

몬트고 SAAC- 글렌사이드

세인트 미리 암

 

    

250개의 푸드 뱅크 공급 :
현금 기부도 받음

첼튼 교회 씨드 오브 호프 미츠바 식료품 저장실

갈버리 교회 윈코트

종교간주택 연합

감리교 식료품 저장실

노숙자를 위한
식료품/공급

돕는 이웃들

친구 돌봄

식품 저장실 및 배달음식 식료품 저장실

음식 배달

음식 배달

식품 저장실 및 배달
       (제한된)

라모트 AME 교회
215.782.1165
 1505 West Cheltenham Ave
Elkins Park, PA 19027
https://www.lamottame.org/services
매월 2째 하고 4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 오전 11시까지
 

 - 스프링 필드

돕는 이웃들
154번 지억의 이웃을

돕는 이웃들

https://www.chelten.org/food-pantry/
https://www.bethsholomcongregation.org/mitzvah-food-pantry
http://www.calvarywyncote.com/food-pantry
https://www.i-fha.org/what-we-do/food-cupboard/
https://jenkintownumc.org/loaves-fishes-food-cupboard/
https://www.masjidullah.org/healthandhumanservices
https://caringforfriends.org/
https://www.mysaintmiriam.org/wp/blessing-ba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