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식품 배급소 안내  
 

1. 오렌지토프 크리스천 교회 (Orangethorpe Christian 

Church) 

주소: 2200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전화: (714) 871-3400 

무료 저녁식사: 매주 월요일 오후 6:00-7:00      

*추가 서비스 (위와 같은 날짜와 시간에 배포됩니다.): 

식품/ 위생용품/ 옷/ 일회용 기저귀 (사이즈 1-4) - 

아이가 보호자와 동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감 

8. 오렌지토프 연합 감리교회 (Orangethorpe United 

Methodist) 

주소: 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전화: (714) 526-8317 

운영 시간: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8:00-9:30 

*매주 일요일: 따뜻한 무료 아침식사가 제공됩니다. 

2. 성 마리아 가톨릭 교회 (St. Mary Catholic Church) 

주소: 40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전화: (714) 525-2500 

운영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8:30 -10:00 

*풀러튼 거주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9. 윌셔 애비뉴 커뮤니티 교회 (Wilshire Ave Community 
Church) 
주소: 223 E. Wilshire, Fullerton, CA 92832 

전화: (714) 526-2265 

운영 시간: 9/27일부터 격주 일요일, 오후 1:00-2:00 

*풀러튼 거주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Fullerton 7th Day 
Adventist Church) 
주소: 2355 West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전화: (714) 525-4561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9:30 - 오후 1:00 

10. 신앙 구원 사도 교회 (Faith Deliverance Apostolic 
Church) 
주소: 3800 West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전화: (714) 504-4503 

운영 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9:30 - 오후 3:00 

4. 성 필립 베니지 가톨릭 교회 (St. Philip Benizi Catholic 

Church)  

주소: 235 S. Pine Drive, Fullerton, CA 92833 

전화: (714) 871-9317 

*교회 지역구 거주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급을 

받으실 분은 전화나 음성 메시지로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1. 풀러튼 자유 교회 (First Free Church) 

주소: 2904 Brea Blvd #100, Fullerton, CA 92835 

전화: (714) 529-5544 

운영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15-
5:15 
*공휴일에는 쉽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 퍼스트 루터교 풀러튼 (First Lutheran Church of 
Fullerton)  
주소: 215 N Lemon St., Fullerton, CA 92832 

전화: (714) 871-7820 

운영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9:00 - 오후 12:00 

* 케어링 핸즈(Caring Hands) 무료 저녁식사: 매주 

화요일 오후 5:00-7:00 

* 케어링 핸즈(Caring Hands) 사례별 관리 지원: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오후 2:00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12. 패스웨이 희망 센터 (Pathways of Hope Center) 

주소: 611 S. Ford Ave., Fullerton, CA 92832 

전화: (714) 680-3691 

운영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00-
4:00  
*식료품은 건물의 세번째 정문에서 배포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6. 가족 지원 네트워크 (Family Support Network) 

주소: 1015 S Placentia, Fullerton, CA 92831 

전화: (714) 447-3301 

운영 시간: 오전 8:00 - 오후 4:00 

* 가구 구성원인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직원(예: 사회 복지사, 치료사, RCOC 직원, 

공중 보건 간호사)이 서명한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추천서 양식은 저희 자료 담당자(Resource 

Specialist)에게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3. 갈보리 채플 풀러튼 (Calvary Chapel Fullerton 
Church) 
주소: 1027 N Harbor Blvd, Fullerton 92832 

전화: (714) 879-3314 

운영 시간: 매월 셋째주 토요일 

*차량을 운행하실 경우 차량내에서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식 배포). 

7.  뉴 와인 교회 (New Wine Church) 

주소: 1425 South Brookhurst, Fullerton, CA 92833 

전화: (714) 526-0665 

운영 시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6:00 - 
6:30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빵이 

배포됩니다. 

14. 더 하트 오브 다운타운 푸드 코업 (The Heart of 
Downtown Food Co-op) 
주소: 223 East Wilshire Avenue, Fullerton, CA 92832 

운영 시간: 격주 일요일 오후 1:0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