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이민자들이 이용 가능한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무료 식료품 지원: 

캘거리천주교이민서비스(Calgary Catholic Immigration Services: CCIS 

위기대응팀) 

 이민자와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 대응 프로그램  

 아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https://www.ccisab.ca/response.html#referral-form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403-978-2972로 전화 주세요.  

 CCIS 위기대응팀은 식료품 부족과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주거, 재정, 

가정 폭력 관련 문제에 도움을 드립니다.    

 CCIS는 신청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캘거리푸드뱅크(Calgary Food Bank) 

 식료품 바구니  

 따로 요청할 경우, 소화기 및 신장 질환 환자를 위한 식료품이나 

영유아용 식료품 등 특수식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대행하는 기관은 

추천 포털(Referral Portal)에서 현재 신청 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기관 신청: (403) 640-8810 로 전화 또는 온라인 포털에서 신청  

 개인 신청: (403) 253-2055 로 전화  

 식료품 바구니 신청 전화는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시메시 문화센터(Dashmesh Culture Centre) 

https://www.ccisab.ca/response.html#referral-form


 보존식과 개인 위생용품을 제공합니다.  

 조리된 채식주의 메뉴도 이용 가능합니다.  

 픽업 장소는 135 Martindale Blvd NE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403) 590-

0970 로 전화, 또는 info@dashmesh.com 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프레시 루트(Fresh Routes) 

 제한된 수량의 무료 식료품 박스를 제공합니다.  

 비상 식료품 박스를 신청하실 분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https://freshroutes.ca/delivery-request/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나(Hannah) 씨 / (250) 500-

4214 한테 전화 주세요.  

 배달도 가능합니다.  

구세군(Salvation Army) 

 이틀치 식료품이 담긴 비상 식료품 바구니를 제공합니다.  

 바구니에는 보존식과 개인 위생용품이 담겨 있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분유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도 가능합니다.  

 403-220-0432로 전화, 또는 cssinfo@salvationarmycalgary.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성빈센트드폴회(Society of St. Vincent de Paul)  

 비상 식료품 바구니  

mailto:info@dashmesh.com
https://freshroutes.ca/delivery-request/
mailto:cssinfo@salvationarmycalgary.org


 ssvp.cdcc.president@outlook.com로 이메일, 또는 403-250-0319로 

전화 주세요.  

 

원보이스알버타(One Voice Alberta) 

 식료품 바구니와 채식주의자 메뉴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접수 절차가 

없음) 신청자가 해당 문화권의 특성을 반영한 식료품을 요청할 경우, 

원보이스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면도구(기저귀 

포함)와 여성 위생용품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단기 무료 상담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연락처: 레미(Remy) 403-671-8272 

 이메일: helpab@onevoicecanada.org 

 

‘캘거리 어린이에게 점심 도시락을’(Brown Bagging for Calgary’s Kids)과 

푸드파인더 YYC(Food Finder YYC) 

 가정 내 유치원생과 1~12학년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개인당 $30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https://bb4ck.org/help/ 

 거주지 근처에서 가족,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점심 도시락이나 신선 

식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을 찾아 드립니다. 아래 웹사이트 

www.foodfinderyyc.com를 방문하거나 587-318-0232에 “food”라고 

문자를 보낸 뒤, 지시에 따라 주세요.   

알카임자선재단(Al-Qaim Charity Foundation) 

mailto:ssvp.cdcc.president@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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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 노인,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료품 바구니를 

제공합니다. 배달도 가능합니다.  

 전화: (403) 999-4614 / 이메일 riyazkhawaja5@gmail.com 

 

저렴한 식료품 판매처: 

캘거리 커뮤니티키친 프로그램(Community Kitchen Program of Calgary) 

 스핀즈어라운드 프로그램(Spinz-A-Round Program): 기관 전용  

o 기관 및 단체에 신선 식품과 빵, 기타 식료품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ckpcalgary.ca/program-services/spinz-a-round 

 

 굿푸드박스(Good Food Box): 개인 및 가족 신청자용  

o 저렴한 가격으로 과일 및 야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상자 크기에 따라 $25, $30, $35) 

o 이메일 gfb@ckpyyc.ca 또는 전화 (403) 538-3780 

 

프레시 루트(Fresh Routes) 식료품 바구니  

 달걀, 빵, 과일, 야채가 담긴 $15짜리 식료품 바구니 판매(요청시 더 

큰 사이즈로 제작 가능), 배달 포함.  

o 조만간 문화권별 특성을 반영한 식료품도 제공할 예정 

 웹사이트 https://freshroutes.ca/delivery-request/에서 배달 신청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인 한나(Hannah) 씨 / 

(250) 500-4214(비씨주 번호지만 캘거리 거주) 한테 전화 주세요. 

mailto:riyazkhawaja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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