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na’s Market 
직접 쇼핑

몽고메리 카운티에 사는 가구들은 한 달에 두 번 식료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가구들은 직접 쇼핑에 사전 등록할 필요가 없
지만, Manna에 도착한 후 Market 입장 양식을 작성해야 합
니다.

직접 쇼핑 시간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4시
화요일: 오후 12:30 - 오후 2:30
수요일: 오후 5:30 - 오후 7시
목요일: 오후 12:30 - 오후 2:30 
토요일: 오전 9:30 - 오전 11:30

Manna 주방 
현장 식사

Manna는 매일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포장식사를 준
비하고 나눠줍니다. 채식주의자 및 돼지고기 미포함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 목요일: 오후 4:30시 - 오후 6시

Manna 긴급 재정 지원 프로그램
North Penn School District에 사는 적격 가구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하려면 
본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www.mannaonmain.org/financial-assistance-application/

Manna 샤워 시설
샤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Manna는 비누, 샴푸, 수건을 포함한 샤워 용품을 제공
합니다. 샤워 시설 이용 가능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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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로그램
Manna 주방  
식사 포장

Manna는 매일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포장식사를 준
비하고 나눠줍니다. 채식주의자 및 돼지고기 미포함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금요일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Manna’s Market 
온라인 주문

몽고메리 카운티에 사는 가구들은 한 달에 두 번 식료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식료품 주문은 주문 일자와 같은 날에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 문
서의 2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 주문 시간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픽업: 오후 5시 - 오후 7시
화요일: 오전 6시 - 오전 10시 | 픽업: 오후 3시 - 오후 5시
목요일: 오전 6시 - 오전 10시 | 픽업: 오후 3시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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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쇼핑하시려면, www.smartchoice.life/mannaonmain을 방문하여 다음 안내를 따르세요.

1. Shopper ID 및 Pin을 입력하여 로그인하세요. Shopper ID 및 Pin을 모르는 경우, ‘Forgot Shopper ID/Pin’을  
클릭합니다.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으면, 이메일로 귀하의 정보가 전송됩니다.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Manna 연락처 215-855-5454로 문의하세요. 

2. 사용 가능한 월간 쇼핑 포인트는 MyPlate 카테고리와 일
치하는 색상으로 오른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Fruit  
(과일), Vegetables(채소), Dairy(유제품), Proteins  
(단백질), Grains(곡물) 및 Other(기타). USDA 구매자
인 경우, ‘Other’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쇼핑을 시작하려면, MyPlate 카테고리를 터치 또는 클릭하면 이용 가능한 물품이 표시됩
니다. 탐색 버튼을 사용하면 추가 옵션이 표시됩니다.  

4. 물품 수량을 조정하려면, 장바구니에서 물품을 선택한 다음 
‘Change Quantity’를 터치 또는 클릭합니다. 

5. 질문이 있거나 음식 알레르기 또는 선호하는 물품을 지정하려면 
‘Note to Staff’를 선택하세요. 

6. 주문이 완료되면, 오른쪽 하단의 ‘Checkout’ 버튼을 클릭해야 합
니다. 주문 건은 당일 수령 시간에 준비됩니다. 주문 건의 수령 시간
을 숙지하시고, 시간을 엄수하여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Manna 온라인 마켓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anna 마켓에 등록된 모든 가정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은 온라인 주문일과 같은 날에 수령해야 합니다. 주문 건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계정에서 차감된 포인트는 복구
되지 않습니다. 주문 건에 대한 당일 미수령이 3회 발생하면, 온라인 쇼핑이 금지됩니다. 식료품을 수령하시려면, 지정
된 수령 시간에 Manna 마켓 문 앞으로 오세요. 포장된 식료품이 현관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Manna 마켓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장된 귀하의 식료품을 요청하세요.

온라인 마켓 주문 시간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수령: 오후 5시~오후 7시
화요일: 오전 6시~오전 10시 | 수령: 오후 2시~오후 4시
목요일: 오전 6시~오전 10시 | 수령: 오후 2시~오후 4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