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t Resource List

Vancouver TB Clinic
655 West 12th Avenue
Vancouver, BC V5Z 4R4

New Westminster TB Clinic
#100 237 E Columbia St.
Vancouver, BC V3L 3W4

Tel 604.707.2692
Fax 604.707.2690
www.bccdc.ca

Tel 604.707.2698
Fax 604-707-2694
www.bccdc.ca

BC211

211 에 전화 또는 문자
Resources.bc211.ca



BC HIV/AIDS 대응 센터
BC Centre for Excellence
in HIV/AIDS
헬스링크 BC
HealthLinkBC

http://www.cfenet.ubc.ca/



BC 건강 보험료 지원

BC Premium
Assistance
BC 내과의 및 외과의
협회 – 의사 명부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BC –
Physician Directory

상담, 취업 지원, 새 이민자 서비스,
법률적 지원, 중독 관련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찾기
캐나다 최대 HIV/AIDS 연구 및 치료
센터



8-1-1

https://www2.gov.bc.ca/gov
/content/health/health-drugcoverage/msp/bcresidents/premiums/regularpremium-assistance
604 733-7758
https://www.cpsbc.ca/physic
ian_search




공인 간호사, 약사, 영양사가 비응급
문제와 질문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루 24 시간 이용 가능
BC 정규 건강 보험료 지원 수혜 자격
정보



현재 BC 내과의 및 외과의 협회에
등록된 면허 소지 의사를 검색할 수
있고 수록 의사의 자격과 진료 분야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 명부

캐나다 고용 사회
개발부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https://catalogue.servicecan
ada.gc.ca/apps/EForms/pdf/
en/SC-INS5140.pdf



고용 보험 질병 보험금 수령을 위한
진단서

종업원 및 가족 원조
프로그램
Employee & Family
Assistance Program,
(EFAP)

1-800-505-4929 또는
604 872-4929
http://www.efap.ca/



참여 사업주의 종업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
해당 사업주가 이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EFAP 에

광역 밴쿠버 가족
서비스
Family Services of
Greater Vancouver

http://www.fsgv.ca/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상담 및 기타
주요 서비스 제공

원주민 보건 공단 결핵
서비스

http://www.fnha.ca/whatwe-do/communicable-



FNHA TB 프로그램의 목표는 결핵에
노출된 사람들과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연락하십시오.

Korean

진단, 치료, 추적 진료를 적시에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First Nations Health
Authority TB Services

disease-control/respiratoryinfections-tuberculosis

퍼스트 네이션과
이뉴잇 건강 상담
도움의 전화
First Nations and Inuit
Hope for Wellness Help
Line

www.hopeforwellness.ca
1-855-242-3310



유자격 상담원과 대화를 원하는
캐나다 원주민을 지원

광역 밴쿠버 푸드 뱅크
Greater Vancouver
Food Bank

https://www.foodbank.bc.ca
/find-help/




궁핍한 사람들에게 식품을 제공
식품을 수령하려면 등록 필요
광역 밴쿠버 전역에 소재

핸디다트
HandyDART

https://www.translink.ca/Rid
er-Guide/AccessibleTransit/HandyDART.aspx
승차 예약: 604 575-6600
Access Transit 고객 관리:
604 953-3680



HandyDART 는 신체 장애나 인지
장애가 있어 도움이 없으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승객을
위한 출발지-도착지 간 합승 운송
서비스입니다.

BC 이민자 봉사회
Immigrant Services
Society of BC

http://issbc.org/



이민자와 난민의 정착, 취업,
캐나다에서의 새 생활에 필요한
정보 습득 돕기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https://www.canada.ca/en/i
mmigration-refugeescitizenship.html



새 이민자의 캐나다 도착 돕기

지역 보건소

http://www.immunizebc.ca/f
inder



가까운 보건소는 이 웹사이트에서
우편 번호를 입력하면 표시되는
지역 보건소 명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검사실 검사 결과 검색
My ehealth

http://www.myehealth.ca/



BC 주와 온타리오주 거주자에게 검사실
검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제공

BC 주 정착 안내
New to BC

http://www.newtobc.ca/new
comer-resources/



영어, 정착, 구직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정보와 자원

구세군
Salvation Army

https://www.salvationarmy.c
a/



개인과 가족에게 의식주 등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

결핵 투병기(미국 CDC)

https://www.cdc.gov/tb/topi
c/basics/personalstories.htm



결핵 감염 또는 발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여러 결핵

Local Public Health
Unit

TB Personal Stories



Korean

투병기와 경험

(US CDC)
밴쿠버 정신 건강 응급
서비스
Vancouver Mental
Health Emergency
Services



604 874-7307

Korean

정신과적 응급 상황을 겪고 있거나
긴급 지원과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24 시간 위기 상담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