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comer  

Resource Guide 

 

우리 지역에 새로 온 분들께 도움을 주고 싶으신가요? 

1. 칠리왁 커뮤니티서비스에서 자원봉사하기  

www.comserv.bc.ca/volunteering 

2. 기부금 내기 

www.comserv.bc.ca/make-a-donation 

3. 이민자 고용하기  

칠리왁에는 다양한 배경과 여러가지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4. 취업 멘토로서의 자원봉사하기  

캐나다 근무환경, 문화, 업무등에 관한 당신의 지

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전화 

604.393.3251 ext. 226 

5. 난민 스폰서하기  

캐나다는 매년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난민들을 환

영합니다.  

www.cic.gc.ca/english/refugees/sponsor 

6. 영어튜터 자원봉사하기 

칠리왁 러닝협회를 통한 무료강좌 가능,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로 janetl@chilliwacklearning.com 

7. 기타 의견과 제안이 있다면, 칠리왁 신규자 연결

센터 (Chilliwack Newcomer Connection)로 연락주

세요.  

도움 주기  

Vision: 
 

“To create awareness of services for newcomers in 
Chilliwack while building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 across the community.” 

 우리 지역 파트너: 

          Bahá’ís of Chilliwack 

          Career Paths 

          Chilliwack Chamber of Commerce 

          Chilliwack Chinese Alliance Church  

          Chilliwack Community Services 

          Chilliwack Division of Family Practice 

          Chilliwack Economic Partners Corporation 

          Chilliwack Learning Society  

          Chilliwack RCMP 

          Chilliwack School District 33 

          Chilliwack Social Research & Planning Council  

          City of Chilliwack 

          Community Futures South Fraser 

          Fraser Valley Regional Library 

          Industry Training Authority     

          Service Canada  

          University of Fraser Valley  

          Work BC 

           YMCA of Greater Vancouver  

 
친구추가 Facebook이나 Twitter: 

Chilliwack Newcomer Connections 
 

www.chilliwacknewcomerconnections.com 

칠리왁 신규자 연결기관   

Created by: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 

2017년 9월 개정판 

 

당신의 사업이나 기관을 위해 이 브로셔를 주문하려면,  

Kate Xiang에게 연락하세요.  

604.393.3251 ext. 228 

xiangk@comserv.bc.ca 

BC 신규자 언어 서비스  

https://www.welcomebc.ca/In-Your-Language  

  ह िंदी  فارسی  عربي

日本語  한국어  Português  

ਪੰਜਾਬੀ  Русский  简体中文 

Español  繁體中文 Việt Ngữ 

BC Transit—Bus (대중교통-버스)  

칠리왁지역 버스 

604.795.3838 
https://bctransit.com/chilliwack/home 

 

칠리왁—아보츠포드—랭리 연결 버스  

Route 66 FVX (66번 버스) 

https://bctransit.com/chilliwack/schedules-and-maps/
route-66-fvx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칠리왁 이외 도시 연결 고속버스 시스템  

604.858.7733 
http://www.greyhound.ca 
 

택시 
Chilliwack Taxi 604.795.9111  

대중교통 

캐나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http://www.cic.gc.ca/english/pdf/pub/welcome.pdf 

칠리왁에 오신분들 

환영합니다 

mailto:janetl@chilliwacklearning.com?subject=Free%20Help%20with%20Learning
https://www.welcomebc.ca/In-Your-Language


칠리왁 커뮤니티 서비스  

이민자 서비스는 칠리왁에서의 여러분의 적응과 정착

을 돕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자 서비스가 제공하는:  

 영어 언어 수업 

 직업 찾기 도움  

 정보와 자료 

 워크샵과 행사  

 번역과 통역  

전화: 604.393.3251 

주소: 9214 Mary Street 

www.comserv.bc.ca/immigrant-services 
 

서비스 BC 

Service BC 는 대면, 온라인, 전화로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제공 하는 서비스는:  

 운전면허증  

 의료 보험  

 거주/주택 임대  

전화: 604.795.8415 

주소: Suite 1-45467 Yale Road West 

www.servicebc.gov.bc.ca 
 

서비스 캐나다 

 여권 서비스  

 사회보장번호 (SIN 넘버) 

 고용보험정보  

 연방정부서비스 

전화: 1.800.622.6232 

주소: 100-9345 Main Street 

정착 서비스  

칠리왁 커뮤니티 서비스  

이민자 서비스에서는 링크 (LINC) 1단계부터 6단계까

지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아침수업: 월, 화, 수, 목   오전 9시~12시 

저녁수업: 월, 화, 목      오후 6시30분~9시30분 

 

칠리왁 러닝협회 

1대1 개인튜터, 읽고 쓰기, 정착 영어수업 제공합니다.  

전화: 604.794.3772 

이메일:  janetl@chilliwacklearning.com  

 

프레이저벨리대학 ESL 수업  

 풀타임과 파트타임 수업  

 입학 준비  

전화: 604.854.4581 

www.ufv.ca/esl 

 

프레이저벨리대학 (UFV) 

학업향상과 대학진학준비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전화: 604.795.2807 

www.ufv.ca/uup 

 

언어 훈련  

취업 고용  

기타 이민 관련문의는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로 전화 하거나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전화: 1.888.242.2100  

  www.cic.gc.ca 

이민자를 위한 언어테스트 안내  

칠리왁 종합병원  

칠리왁 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응급 및 급성환자 치료  

 심장병과 분만 서비스  

 일반 진료와 수술 절차  

 검사와 진단 서비스  

칠리왁병원 전화: 604.795.4141 

병원응급실 전화: 604.702.4711 

주소: 45600  Menholm Road 

 

의사를 찾으세요? PAM으로 전화하세요.  

칠리왁내 의사들을 연결해 줍니다.  

전화: 604.795.0034 

 

BC 의료보험  

Medical Services Plan (MSP)은 의사들과 대체의학진료

자들, 진단 절차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www.gov.bc.ca/msp 
 

임시 연방의료 프로그램  

Intern Federal Health Program (IFHP)은 난민들, 난민신

청자들 및 기타 보호대상자들에게 제한적이고 임시적

인 의료보장혜택을 제공합니다.  

www.cic.gc.ca/english/refugees/outside/summary-ifhp.asp 
 
 

기타비상전화  

경찰, 화재,응급   911 

독극물통제센터   1.800.567.8911 

경찰서 RCMP (긴급사항 아닐 때) 604.792.4611 

화재 (긴급사항 아닐 때)  604.792.8713 

 

건강  

칠리왁 커뮤니티 서비스  

이민자 서비스는 이력서, 커버레터, 직업 찾기, 인터뷰

요령 등을 도와드립니다.  

전화: 604.393.3251 ext. 226 

주소: 9214 Mary Street 

 

워크 BC 사디스 (Work BC Sardis) 

고용서비스 센터는 고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604.858.5472 

주소: 101 – 5658 Vedder Road 

 

GT Hiring Solutions/Work BC 

고용서비스 센터는 고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604.795.9675 

응급 환자 발생시  911로 전화하세요 

CELPIP 

www.celpip.ca 

IELTS 

www.ieltscanada.ca 

인포 칠리왁  

현지정보 연락처 목록  

www.infochilliwack.ca 
 

이사 왔나요? 엄마가 처음인가

요?  Carol에게 전화하세요. 

전화: 604.858.4662 

www.welocmewagon.ca 
 

프레이저밸리 지역도서관  

칠리왁 다운타운:  604.792.1941 

사디스 :  604.858.5503 

www.fvrl.bc.ca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