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자료
글로벌 푸드뱅킹 네트워크와 국제로타리
이 봉사 파트너십의 목적은?
국제로타리(RI)와 글로벌 푸드뱅킹 네트워크(GFN)의 봉사 파트너십은 푸드뱅크를 통한 기아 구제 및
식량위기 극복 노력을 위해 두 단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푸드뱅크는
자칫 쓰레기로 버려지기 쉬운 식료품을 기증 받아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식료품 저장소, 무료 급식소,
에이즈/결핵 호스피스, 양로시설, 고아원, 기아 관련 NGO 등의 지역사회 기관들을 통해 배급한다.
글로벌 푸드뱅킹 네트워크란?
글로벌 푸드뱅킹 네트워크(GFN)는 세계 기아 구제를 목적으로 식량 부족을 겪는 지역사회에 푸드뱅크를
신설하거나 기존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 자선단체이다. 현재 GFN 이 푸드뱅크 개발 및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22 개 국가에는 10 억에 달하는 세계 기아 인구의 3 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GFN 은 푸드뱅크를 통해 식료품 폐기 처분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분의 식량을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기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내 클럽/지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클럽 및 지구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까운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한다.
o

식료품 기증 사업 추진

o

식료품 배달 및 배급을 위한 트럭 지원

o

푸드뱅크에 식료품이나 장비, 서비스 기증

o

식료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웃 물색

푸드뱅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에서 GFN 과 로타리 리더들을 연결시켜 신설 과정을
지원하고, 푸드뱅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의 자원 및 공공기관, 제휴단체들과의
관계를 조율한다.



주회나 지구대회에서 지역사회 기아 구제를 안건에 올려 인식을 증진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백팩(BackPack)’과 같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활용해 배를 곯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배급한다.



푸드뱅크 사업의 리더 양성을 위해 GFN 이 매년 실시하는 ‘푸드뱅크 리더십 연수회(Food Bank
Leadership Institute)’에 참여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연수회는 기존
푸드뱅크의 강화·지원과 새로운 푸드뱅크의 설립을 주축으로 하는 GFN 의 기아 근절 노력에
초석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소개 자료
글로벌 푸드뱅킹 네트워크와 국제로타리
기타 자원
행동하는 지역사회: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가이드 (605A)
http://www.rotary.org/RIdocuments/ko_pdf/605a_ko.pdf
지역사회 평가 도구 (605C)
http://www.rotary.org/RIdocuments/ko_pdf/605c_ko.pdf
GFN 지식 센터
http://www.foodbanking.org/site/PageServer?pagename=resources_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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