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식품 구호 소개
커뮤니티 식품 구호(CFR)은 마나 푸드 센터(Manna Food Center)에 의해 조직화된 네
트워크입니다. 지역 식품 수거 전담반(Food Recovery Task Force)에서 영감을 얻은 
커뮤니티 식품 구호 파트너들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아도는 식품을 
수거하고 재분배하여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수십 곳의 사업장과 비영리단체들을 저희 파트너로 포함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
깁니다.

CFR은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후생부를 포함하여, 개인 기부자, 자원 봉사자, 참여 단
체의 헌신적인 직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참여를 원하시면:

www.communityfoodrescue.org
www.facebook.com/communityfoodrescue 

@mocofoodrescue

연락처: Cheryl Kollin, CFR 프로그램 담당이사

cheryl@communityfoodrescue.org

240.268.2502

먹거리 제공은 늘리고,  
낭비는 줄이기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기아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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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법
 “ 커뮤니티 식품 구호 매칭 프로그램 덕분에 저같은 소농민이 필요한 분들에게 농산
물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정말 쉽고 만족스러웠으며 지역 사회와
의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Amanda Cather, Plow and Stars Farm 농민.

“기부 식품을 받을 때는 예
산이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CFR 매칭 네트워크는 이러한 
식품을 공급받는 어려운 일을 
훨씬 수월하게 해줍니다.”

Haile Gebregziabher,  
Shepherd’s Table  

사업부 부장



커뮤니티 식품 구호(CFR는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조
직화된 식품 구제 네트워크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전체 고형 폐기물 중 146,000톤(23%)이 음식물 쓰레기로 배
출되고 있는데, 약 78,000명의 주민들은 다음 끼니를 어디서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매립지가 아닌 사람들에게 음식을 돌려주는 방법에 관한 CFR의 스토리: 
 몽고메리 카운티 커뮤니티 재단은 음식 제공업자에게 매년 연례 만찬에서 남는 음
식을 기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Tropical Fusion Caterers는 세계 각국의 맛있는 
요리를 베데스다 케어(Bethesda Cares) 고객들이 즐긴 특별한 점심으로 제공했습
니다.

 스타 앤 플로(Star and Plow) 농장에서는 CFR 매칭 툴을 이용해 남아도는 유기농 
토마토 200파운드(약 91 kg)를 기부했습니다. 해당 기부의 대상자는 셰퍼드 테이
블(Shepherd’s Table)로 즉시 선정되어 자원봉사 푸드 러너가 신선한 농산물을 전
달하였습니다. 셰퍼드 테이블은 전달받은 토마토를 소스로 조리하여 다음 날 밤에 
노숙자 120명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마나 푸드 센터(Manna Food Center)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소재한 Giant,  
Safeway, Wegmans, Food Lion, Harris-Teeter, Fresh Markets, Whole Foods, 
Mom’s Organic Market, Trader Joe’s, Shop Rite and Roots 등을 포함한 50곳 이
상의 식료품점과 기타 업체들로부터 건강에 좋지만 판매 불가능한 음식을 매일 평
균 7,000 파운드(약 3.5톤) 가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음식은 매일 평
균 16,000파운드(8톤)에 달하며 마나(Manna)는 이를 매년 38,000 이웃들에게 나
누어 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식품 구호 제안: 

 무료 자동 매칭 앱. 식품 기증자, 식품 원조 기구, 푸드 러너들이 판매되지 않은 여
분의 식품을 전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실시간 기술입니다. 

 공공 인식 프로그램. 기부자와 대행사들이 저희 공공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식품 업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및 자원. 저희는 무료 지침, 동영상, 브로셔, 교육 시간, 웹 자원을 통해 안전
한 식품 취급 및 운송 기준을 공유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회. 커뮤니티 식품 구호(Community Food Rescue)를 통해 
시간을 내거나 식품을 기부함으로써, 이웃들이 서로 매립지 면적을 줄이고 기아를 
겪는 사람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먹거리 제공은 늘리고 쓰레기는 줄
일 수 있는 방법
식품 기부 사업

음식 공급업체, 농장주, 농산물 시장, 식료품점, 기관, 
레스토랑 등,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허가한 식품 업체:

• 더 높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십시오

•  공공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차별화하십시오. 

•  선한 사마리아인을 위한 보호 법안을 통해 법적 책
임을 면제받으십시오.

•  몽고메리 카운티의 재활용 목표치 70%를 2020년
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식품 지원 단체

기아를 겪는 사람들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기아 구조 
단체:

•   남아도는 기부 식품을 이용해 식비 예산을 절약하
십시오.

•  여러분이 수용 가능한 식품 유형과 품질에 따라 다
양한 기부자로부터 새로운 식품 공급원을 받아들
이십시오

•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후생부가 승인한 안전한 식
품 취급 관행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기부자에 대한 귀 단체의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도
록 귀 단체가 받는 식품의 양을 집계하는 요약 보
고서를 받아보십시오.

자원봉사 푸드 러너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양호한 운전 기록, 자동차 보
험을 갖춘 18세 이상 성인으로서, 식품 업체로부터 
기증 받은 식품을 수령자인 식량 지원 단체로 운송하
는 자원봉사자:

•  기아를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 식품의 낭비를 방지
하십시오.

•  안전한 식품 취급, 운송 및 음식 낭비 줄이기 관행
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가족, 신자, 또는 커뮤니티 그룹 모두와 함께 음식 
제공 늘리기와 낭비 줄이기에 동참하세요.

* 2013년 7월 26일에 실시된 몽고메리 카운티 폐기물 성분 조사, 그리고 피딩 아메리카(Feeding America)가 2015
년에 실시한 식생활 격차의 지도화(Map the Meal Gap) 연구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Chef Tony’s 레스토랑의 요리사인 Tony Marciante 씨는 CFR 웹 도구를 통해 그의 첫 
식품 기부가 인터페이스 웍스 - 캐롤 하우스(Interfaith Works - Carroll House)와 매

칭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