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환영합니다! 

4845 Imperial Street 

Burnaby, BC V5J 1C5 

문의 전화: 604-431-0400 

서로 돕고  

나누는 이웃 

운영진 소개  

아바 터너   Ava Turner 책임자 

제니퍼 쇼트   Jennifer Short 부책임자 

데이브 페어홀   Dave Fairhall  회계 담당자 

렌타 마코바   Lenka Markova 비서 

제이코 놋붐   Jaco Noteboom  직원 

라진더 팬더   Rajinder Pandher 직원 

수 청   Sue Cheung 직원 

매리 휫슨   Mary Huitson 직원 

어니 카쉬마   Ernie Kashima 직원 

캐시 루이   Kathy Louie 직원 

로리 무레인   Lorie Murraine 직원 

  

직원 소개  

안토니아 벡   Antonia Beck 행정업무 책임자 

킴벌리 바위치   Kimberly Barwich 프로그램 책임자 

사라 샤우   Sara Shaw 프로그램 책임자 

맥캔지 딘   Mackenzie Dean 품질 보증 책임자 

리사 팔콘브릿지   Lisa Falconbridge 사무 담당자 

와나 세이   Wana Sei 보육 관리자 

매힌 코람   Maheen Khorram BWIN & 가족  

서비스 관리자 

  

  

  

  

  

  

항상 환영합니다! 

주소 
4845 Imperial Street 

Burnaby, BC   V5J 1C5 

전화번호 604-431-0400 

이메일 info@sbnh.ca 

팩스 604-431-9499 

홈페이지 

www.sbnh.ca 

Facebook/

SouthBurnabyNeighbourhood-

House 

언제나 가입하세요! 

가족 회원 $5/1년 

개인 회원 $2/1년 

회원 혜택 

< 당신의 지역사회와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이웃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Korean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

락 바랍니다.                                                          

담당자: Abdul Salehzai 604-431-0400                   

홈페이지: www.sbnh.ca/volunteer 



        저희 인보관은... 
A. 네이버 후드 하우스 

4845 Imperial street 

 가족 공간 모임‡ 

 BWIN 저녁식사 (이웃 환영회) 

 문화 공유 저녁식사 모임  

 지역 원조  

 노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노인 지원 프로그램 

 정보와 소개 

 ESL 대화 교실 

 컴퓨터 교실 

 청소년 리더쉽 

 세금 클리닉 

 법률 클리닉 

 자원봉사 촉진 프로그램 

 다국적 언어 자원봉사 지원 

 자원봉사 채용 
 

B. 말보로 초등학교 

Sanders street 샌더슨 스트리트 & Royal oak 

Avenue 로얄 오크 애비뉴 

 학령기 어린이 케어† 

 여름방학 일일 학교 데이 캠프 

 공동체 모임과 행사 
 

C. 메이우드 커뮤니티 스쿨 
4567 Imperial street 

 학령기 어린이 케어† 

 가족 공간 

 Out of the Rain 방과후 프로그램 

 여름방학 일일 학교 데이 캠프 

 공동체 주방 

 공동체 모임과 행사 
 

D. 스트라이드 커뮤니티 스쿨 
7014 Stride Avenue 

 학령기 어린이 케어† 

 숙제 클럽 

 여름방학 데이 캠프 

 공동체 모임과 행사 
 

E. 에드몬즈 커뮤니티 스쿨 

7651 18th Avenue 

 숙제 클럽 

 우정 클럽 

 여름방학 데이 캠프 

 공동체 모임과 행사 

 공동체 주방 
 

F. 더글라스 로드  초등학교 

        4861 Canada way 

 학령기 어린이 케어† 

 우정 클럽 

 공동체 식사 
 

G. 클린턴 초등학교 

5858 Clinton Street 

 학령기 어린이 케어 

 가족 공간 모임‡ 

 공동체 식사 

 

H. 락데일 초등학교 

         6990 Aubrey Street 

 학령기 어린이 케어 
 

I.     길핀 초등학교 

       5490 Eglington Street 

       학령기 어린이 케어 

 

J. 브렌트우드 가족 공간 

       2 — 4430 Halifax Street 

 브렌트우드 가족 모인 공간  

  
 
 
 

† 학령기 어린이 케어

는  K학년부터 7학년

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데이케어 서비

스 입니다. 

‡ 가족 공간 모임은 0

세부터 5세까지의 어

린이들과 그들의 부

모님들을 위한 프로

그램입니다. 

< 공동체로서 가입과 친교 제공,  

     지원 사업을 원하시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 
공동체의 조직, 거주자 및 사업의 협력을  

통해 발전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지역 사회

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 우리 지역사회의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저희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이웃간의 관계 구축을 제공합니다. 

< 재정적 또는 사회적 장애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 자선 단체 입니다. 

< 자원봉사로 운영되어지는 조직입니다. 

저희의 위치는... 

< 저희의 임무 

보다 더 좋은 삶을 공유하기 위한 

     이웃을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 저희의 목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를 

      강화하도록 노력합니다. 

< 
저희의 지향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인구의 변화에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지역 사회 함께 일

하도록 노력합니다. 

   저희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