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쇼핑 도움

사교 및 여가

응급 서비스/24시간

노인 센터:

경찰, 소방서, 구급차
독극물 통제

식사 배달

604.299.5754

푸드 뱅크

604.876.3601

본조(Bonsor)

604.297.4580

쇼핑 도우미/
전화로 장보기

604.294.7498

캐머런(Cameron)

604.297.4453

컨페더레이션

604.294.1936

에드먼즈(Edmonds)

604.297.4402

811

영양사
**노인/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식사**

상담 및 지원
가족 돌보미

604.291.2258
604.292.3909

버나비 상담

604.430.1303

LGBT2Q+ 지원

604.684.5307

다문화 지원

604.436.1025

동료 상담

장례 준비 협회

1.888.816.5902

호스피스 협회

604.520.5087

유족 도움의 전화

604.738.9950

공원 및 여가 정보

604.294.7450

위기 상황 상담/
자살 예방 전화
노인 고민 상담 전화

911
604.682.5050
604.872.3311
604.872.1234

VOICES OF B U R NABY

비응급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크레디트 604.299.5778

RCMP

604.294.7922

시니어 아웃리치:

버나비 피해자 서비스

604.294.7602
604.669.8477

BCS – 에드먼즈/하이츠

604.299.5778

범죄 예방

BNH - 메트로타운

604.431.0400

BC211 일반 정보 안내

211

604.294.7980

건강 상담 전화/노인 정보

811

시민 지원 서비스

버스 이용, 점심 프로그램, 쇼핑 도우미, 안부
전화, 친선 방문, 노인 자택 독립 생활 지원

공립 도서관
가사 도우미
은퇴자를 위한 대학

604.436.5400
604.436.5423
604.517.8732

지역 정보 연락처:

2017 지역 사회
정보 카드
후원처:

버나비 커뮤니티 서비스

604.299.5778
www.BbyServices.ca
[Korean]

604 . 529.1019

건강 관리

재정 보조
1.800.277.9914

서비스 캐나다

1.800.255.4786

연금 정보 TTY:

604.660.2421

노인 보조금
참전 유공자 보조금

법률/권리 옹호

1.866.522.2122
www.clicklaw.bc.ca

노인 법률 클리닉 604.688.1927 X 258
변호사 무료 상담

604.878.7400

공증인

604.681.4516

나이더스 개인 미래 계획 604.408.7414
공공 수탁인

가정 간호
진료에 대한 불만 사항

OAS, GIS, CPP, 장애,
배우자/사별자 보조금

서비스 BC

프레이저 보건 공단 정보 604.918.7605

604.660.4444

1.855.412.2121
604.949.7700

노인 자택 독립 생활 지원 604.297.4877
(Better at Home)
MSP/파머케어
604.683.7151

주택 정보

604.520.6621

노인을 위한 수리 서비스 604.529.1100

BC 주택 공사

604.433.2218

방문 작업반

604.723.3439

이웃 돕기

604.764.6601

HAFI/주택 개조비 지원
SAFER/노인 임차인 주거 보조
임대인-임차인 관계

604.660.1020

재산세 유예/
주택 소유자 보조금

604.294.7350

노인 학대 정보

604.437.1940

정신 건강

604.453.1900

치매 도움의 전화

604.681.8651

교통

물질 남용/중독

604.777.6870

트랜스링크 정보

도박 문제 도움의 전화 1.888.795.6111
UBC 치과

604.822.2112

VCC 의치 클리닉

간단한 수리 및 유지 관리

주택

604.953.3333

버스 승차권 프로그램 1.866.866.0800

604.953.3680

604.443.8500

핸디다트/
카드 택시세이버

CNIB 시력 상실

604.431.2121

노인 교통편

604.292.3901

SPARC 주차 허가증

604.718.7744

옴부즈퍼슨

1.800.567.3247

청력 클리닉

노인 권리 옹호자

1.877.952.3181

604.736.7391

방문 발 관리

778.228.6021

의료 기기
적십자사 의료 기기 대여 604.522.7092
라이프라인

604.517.8617

리전시 메디컬

604.434.1383

BC 의료 기기

604.888.8811

기능성 의류

604.984.8211

이민/다문화
이민자 서비스

604.395.8000

모자익(MOSAIC)

604.438.8214

다문화 협회

604.431.4131
604.430.1899

석세스(SUC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