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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스톡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진제공: Evan Batke 
                                                 

레벨스톡 환영 안내서는 오카나간 대학과 레벨스톡 사회개발 위원회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캐나다 정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이드제작에  공헌한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지사진 제공: Tara Be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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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스톡에 대하여 
 

레벨스톡은 인구 8,000 명의 소도시로 컬럼비아산맥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밴쿠버와 캘거리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는 지리적으로 가파른 산맥과  컬럼비아강, 

레벨스톡 국립공원 및 글레이셔 국립공원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곳에 지역사회가 형성된 1800 년 후반부터이며, 캐나다 패시픽 철도, 광산, 트랜스-캐나다 

고속도로와 마이카와 레벨스톡 지역 컬럼비아 강 수력발전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대형 

공사로 인한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많은 인구변동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평생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일부 가족은 대를 이어서 살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지역이 저희 도시의 중심가이며, 도보 거리내에 대부분의 편의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벨스톡은 역동적인 역사적 전통과 다양한 경제산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임업, 

공공 서비스, 교통 수송 및 여름과 겨울철 관광 등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산업들입니다.  

 

레벨스톡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지표를 사용해 볼 때, BC 주 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탄탄한 조기 유아교육 지원과 역동적인 교육청을 갖추고 있어,  

레벨스톡은 가족을 양육하기에 아주 탁월한 곳입니다. 저희 지역사회는 새로 건립된 

고등학교및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새로운 공연 예술 극장, 체조 센터, 조기교육 센터 및 

청소년 서비스 시설을 포함하는 BC 주에서 최초로 시작한 2 개의 “이웃 학습 센터”의 

본고장입니다. 

 

여름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레벨스톡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풍성합니다. 등산, 암벽등반, 

야영, 낚시, 산악 및 도로 사이클링, 탐조, 보트놀이 등을 쉽게 하실수있습니다. 겨울에는 매년 

높은 강설량으로 인해 스노우모빌 타기와 스키 타기에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레벨스톡 

스키장은 북미에서 가장 긴 수직 스키장임을 자랑합니다. 여러 켓스키, 헬리스키 회사들이 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맥피어슨 산은 크로스 컨트리 스키 지역이며, 새로운 숙소와 

광범하게 닦아 놓은 스키 슬로프가 있습니다.   

 

레벨스톡 주민들은 지역과 공동체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레벨스톡에 오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welcometorevelstoke.org 

 
 
 

“레벨스톡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http://www.welcometorevelstok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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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레이븐(David Raven) 시장의 인사말씀 
 

레벨스톡은 탄탄하고 역동적인 지역사회입니다. 저희는 훌륭한 레크리에이션 기회, 가족을 

양육하기에 좋은 장소, 다양한 사업기회, 역사적인 문화 건축물, 문화 행사 및 공동체 의식 등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벨스톡은 다른 산악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점들과 다양한 서비스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모든사람들에게 맞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므로 여러분께서 찾고, 묻고 탐구하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은 친절한 

얼굴과 여러분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레벨스톡의 생명력의 대부분은 문화적 다양성과 재능, 기술 및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지닌 여러분과 같은 새로오신 분들의 세대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공헌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레벨스톡에서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드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로 오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진제공: City of Revelst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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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에 대해 더 많은정보를 위하시면    
 

 레벨스톡과 인근지역의 사회 복지부 전화번호 

 노인들을 위한 안내 책자 

 아동 서비스 전화번호부 

 레벨스톡 문명퇴치 전화번호부 

 자녀교육에 관한 전화번호부 

 

www.revelstokesocialdevelopment.org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더 많은정보를 위하시면    
  

 레벨스톡 여행 가이드 

 레벨스톡 업소록  

 www.revelstokechamber.com/directory 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방문자 정보 센터 

250-837-5345 또는 1-800-487-1493 

204 Campbell Ave (연중) 

110 Mackenzie Ave (5 월부터 9 월까지) 
 

 
                    사진제공: Evan Batke 

 
“ 동에서 혹은 서에서 도시로 들어서는 어귀에서니, 가파른 양철 지붕, 반사하는  

그 빛이 나를 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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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스톡에서 생활하기 
 

은행  
 

CIBC  
250- 837- 2151  
200 Mackenzie Ave 
www.cibc.com  
 

RBC 로얄은행  

250- 837- 5133 
123 Mackenzie Ave. 
www.rbc.com  
 

 

TD 캐나다 트러스트  

250- 837- 6900    
406 First St West   
www.td.com  
 

Revelstoke 신용 조합  

250- 837- 6291  
110 Second St West   
www.revcu.com 
 

 
사진제공: Evan Batke 

 
 

http://www.cibc.com/
http://www.rbc.com/
http://www.rev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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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레벨스톡 상공회의소   
250 -837- 5345  
204 Campbell Ave  
info@revelstokechamber.com    
www.revelstokechamber.com   
 

 

 업소록 

       www.revelstokechamber.com/directory 
 

 

 
                사진제공: Evan Batke 

 
 

 

 

 

http://www.revelstokechamber.com/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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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서비스  
 

레벨스톡 아동복지회 

250- 837- 6669  
Room 106, 1401 First St West  
revccrr@rctvonline.net 
www.childcarechoices.ca/main/Interior/Revelstoke/   
 

 아동복지 자료와 소개  

 조기교육 자료 도서관 

 프리스쿨 

 놀이동산 

 무료로 부모에게 제공되는 조기교육과 보육에 대한 알선 프로그램  

 유아에서 취학전 아동을 돌보는 유자격 탁아소  

 취학 아동 여름 캠프   

 토요일 겨울놀이 단체 

 

커뮤니티 컨넥션  

250- 837- 2920  
314 Second St East  
info@community-connections.ca 
www.community-connections.ca  
 

 예약 없이 갈수 있는 놀이 단체 

 유아 개발 프로그램    

 아동 발달지원 프로그램  

 여름 당일 모험캠프  

 부모와  지역사회 연합 프로그램(PACT) 

 청소년서비스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문명퇴치를 위한 컬럼비아강 유역연합 

250 - 837 - 6669  
Room 106, 1401 First St West  
tspannier@cbal.org  
www.cbal.org  
 

 가족 및 지역사회 문명퇴치 프로그램 

 학교내 문명퇴치 프로그램 

 도서 교환 및 이야기 모험 장비 대출 도서관   

 엄마구스와 작은 아기 거위들 

mailto:revccrr@rctvonline.net
mailto:info@community-connection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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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스톡 조기 아동발달 위원회 

250 - 837 - 6669  
tspannier@cbal.org  
 

 지역 아동들을 위해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진 서비스제공자, 

부모 및 기업 연합. 

 아이들 최우선 

 Success by Six 
 

아동과 가족 발달을 위한  주정부 부서  

250- 837-7612  
210 Garden Ave  
 

 아동과 가족 서비스 (아이 보호, 가족 서비스, 자료, 입양) 

 청소년서비스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 

 

오카나간 (Okanagan)대학 – 레벨스톡 센터  

250 - 837- 4235  
1401 First St West  
www.okanagan.bc.ca  

 임산부 교육강좌  

 

제 19 학군 

250 - 837-2101  

www.sd19.bc.ca  

 

 Strong Start :조기교육센터 -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기반의 대화형 

프로그램으로 다섯살 이하의 아동과 그들의 부모및 보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250-837-1273 마운틴 뷰(Mt. View)학교 102호에 위치 

 Ready, Set, Learn - 부모 또는 보모 및 그들의 세 살짜리 아이들을 

지역초등학교로 초대하여 학교 내외 안내 및 지역 사회  조기 아동교육자료를 

소개 하는 행사 

 맆랜드 실내 운동장- 무료 

 학교에 대한 정보는 교육란에서 찾아보세요. 

 

오카나간 (Okanagan ) 지역 도서관 

250 - 837-5095  
605 Campbell Ave  
www.orl.bc.ca  
 

 Tiny Tickle, 어린아이를 위한 이야기, 이야기시간 프로그램들 

mailto:tspannier@cb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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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지역 보건부(Interior Health):  

 

 보건 간호사 250-814-2244 

 언어 교정진료소 250-837-4285, Room 107, 1401 First St West 

 

 
사진제공: 조기 아동발달 위원회 

 
 

프리스쿨 (Preschools) 
스텝핑스톤 (Stepping Stones ): 디딤돌 아동 보육시설 

250- 837-5855  
1401 First St West  
 

유아 시간과 재밌는 프리스쿨 프로그램 

250- 837- 351  

레벨스톡지역 커뮤니티 센터, 600 Campbell Ave  

 

점핑잭스 (Jumping Jacks) 프리스쿨 

250- 837-5773  
1550 Illecillewaet Rd  
 

맆앤런 (Leap and Learn) 프리스쿨 

250- 837-6669  
1401 First St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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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서비스  
 

레벨스톡 시청 

250- 837-2161  

216 Mackenzie Ave 

info@cityofrevelstoke.com   
www.cityofrevelstoke.com  
 

 시의회/행정과 
     250-837-2911 

 재무과 
     250-837-2161 

 엔지니어링 및 공공 사업과 

     본사무실 250-837-2922 

     공공 시설보수 250-837-2001 

 도시계획, 건축법규 담당과 
     250-837-3637   

 공원, 놀이시설 및 문화과 
     250-837-9351   

 레벨스톡 소방 & 구조 서비스 
     250-837-2884   

 지역사회 경제개발과 사회개발과 

     250-837-5345 

 

 
 

                                       사진제공: 레벨스톡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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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전화, 케이블 및 인터넷 
 

레벨스톡 케이블 TV 회사 

250- 837-5246  
418 Second St West  
www.bccable.net  

 케이블 TV 

 인터넷 

 

텔러스 (Telus)  

250- 310-3100 or 250- 837- 5707  
120 Connaught Ave  
www.telus.com  

 집전화 

 인터넷 

 무선 전화 

 위성 TV 
 

 

공공 인터넷 접속 서비스 

600 Campbell Ave  

 커뮤니티 센터 (무선 접속) 

 오카나간 지역 도서관 (컴퓨터 및 인터넷 접속) 

200 Campbell Ave  

 상공회의소 (컴퓨터 및 인터넷 접속) 

 

*또한 일부 시내 카페들과  몇몇 장소에서 인터넷 무선 접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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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맹퇴치 및 학교들 
 

오카나간 대학 – 레벨스톡 센터 

250 -837-4235  
1401 First St West  
http://www.okanagan.bc.ca  

 평생교육 

 성인들을 위한 진학 및 직업준비(AACP)  

 레벨스톡 성인 학습센터 

 ESL 이주정착 지원 프로그램(ESLSAP)  

 성인문맹퇴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시험 감독서비스 

 교육문제 자문 

 

오카나간 지역 도서관 

250- 837-5095  

605 Campbell Ave (지역 문화 회관)  

www.orl.bc.ca  

 이야기시간, Tiny Tickle 및 유아 이야기   

 무료 인터넷 또는 무선 접속 이용 

 시험 감독서비스 

 도서 클럽 

 

 

문명퇴치를 위한 컬럼비아 유역 연합 (CBAL) 

250- 837- 6669  
Room 106, 1401 First St West  
tspannier@cbal.org  
www.cbal.org  

 가족과 지역사회 문맹퇴치 프로그램들 

 학교내 문맹퇴치 프로그램들: POPS, PALS, 일대일 교습 

 도서 교환    

 이야기 장비 대출 도서관 

 마더 구스 (Mother Goose) 

 

 

레벨스톡 문맹퇴치 실행위원회 (RLAC) 

250- 837- 6669  
tspannier@thehub.literacy.bc.ca  
 

 레벨스톡 문맹퇴치 실행위원회(RLAC)는 지역사회의 문명퇴치운동을 안내하기 

위한 자문단체이며, 관련 서비스 제공자 협회입니다.  

 

"우리는 도시 주위에 있는 무료 책 교환대를 자주 이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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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스톡 교육청 - 제 19 학군 

250- 837- 2101  
www.sd19.bc.ca  

 애로우하이츠  (Arrow Heights)초등학교  250-837-6360    1950 Park St  

 컬롬비아 파크 (Columbia Park)초등학교 250-837-4744    120 Colbeck  

 마운트 베그비 (Mount Begbie)초등학교  250- 837-4056    420 Downie St  

 마운틴 뷰    (Mountain View)초등학교  250- 837-3320    601 Second St W  

 레벨스톡 중고등 학교                 250- 837-2173    301 Tenth St East 

 

 

학교 등록 

 

캐나다 시민인 경우에, 아이를 학교에 등록하기 위하여는 인근 학교 접수처에 

문의하십시오. 직원이 주는 등록 용지를 기입하시고 아이의출생 증명서, 의료보험 

번호및 거주지 주소증명서등을 보여주십시오. 아이가 캐나다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장이 확인한 등록용지와 학생의 이민 서류 사본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7 월과 

8 월에는 문을 닫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의하시면 250-837-210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제공: David Rooney, The Revelstoke Current 

 
 
 

"대부분의 아이들은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학교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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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커뮤니티 컨넥션즈 (Community Connections ) 

250- 837- 2920  
314 Second St East  
info@community-connections.ca  
www.community-connections.ca 

 배이비 번들  

 아동간식프로그램 

 지역사회 공동주방 

 

커뮤니티 컨넥션즈 푸드뱅크 

250- 837- 2920 교환 28  

600 First St West (다운타운 퇴역군인 회관에 위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주간 음식 배급 – 상하지 않는 식품과 우유, 빵,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배급됩니다. 

 금요일 오전 11:00 와 오후 8:30 사이에 오십시오. 

 매년 12 월는 크리스마스바구니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역사회 채소밭  

북 컬럼비아 환경회  

250- 837-3139  
ncesociety@gmail.com  
www.northcolumbia.org  

 일반인이 사용할수 있는 밭이 있으며  지원 봉사자를 환영합니다. 

 채소밭은 Third St 과 Mackenzie Ave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부 장터 

www.bcfarmersmarket.org  

 옥외 시장: 그리즐리 플라자 (Grizzly Plaza) (5 월 - 10 월, 토요일 아침) 

 실내 시장: 지역 문화 회관 (11 월 - 4 월, 각 두번째 목요일오후) 

 

 
                                                     사진제공: Sarah Newton 

“많은 가정들은 채소밭을 갖고 있습니다.”

http://www.community-connection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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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의료 서비스 
 

BC 의료보험 (MSP) 신청 

MSP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일년에 최소 6 개월을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관광객 또는 방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고용주, 조합 또는 연금 계획을 통해 MSP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적합한 신청용지를 교부받도록 하십시오.  

MSP 는 매달 내는 보험료에  근거한 계획으로 - 한정된 소득을 가진 거주자는 

보험료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www.health.gov.bc.ca/exforms/msp/enrolment.html 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MSP 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1-800-465-4911 보건 및 노인정보 

전화에 문의하십시오.  
 
 

 
 
 

 
 
신체 건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치과의사 

맥켄지(Mackenzie) 치과 센터 

250- 837- 5737  
101 First St West  
 

레벨스톡 치과 센터 

250- 837- 6231 
111 Second St West  
 

셀커크 (Selkirk) 치과 진료소 

   250- 837- 5149  
314 Connaught Ave  

 
의사 - 의료 

Selkirk 진료소 

250- 837- 9321  
101, First St East  

 
청각 

Canadian Hearing Care 
250- 837- 3011  
305 First St West 

레벨스톡과  인근지역을 위한 사회 

복지 전화번호부에는 사립 건강 관리 

전문가들의  최신 명부가  있습니다. 

www.revelstokesocialdevelopment.org 
    

 침술과 한약 

 척추 교정 

 등록된 마사지 요법 

 영양과 당뇨병 상담 

 직업 치료 

 물리치료 

 

 
 

공인 간호사에  질문이 있으시면 하루 24 시간 운영되는 전화번호 :  

811 B.C. Healthlink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www.healthlinkbc.ca/kbaltindex.asp 를 방문하세요. 

http://www.health.gov.bc.ca/exforms/msp/enrolment.html
http://www.revelstokesocialdevelopment.org/
http://www.healthlinkbc.ca/kbalt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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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지역사회 건강 

www.interiorhealth.ca 

 

노인과  장애가 있는 성인을 위한 독립성, 선택 및 존엄성을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치료 선택이 있습니다.  

 

 홈케어 간호(Home Care Nursing): 자택 간병치료 250- 814- 2267,  자택 

간병치료지원 평가, 생활지원, 자택치료 및 성인 주간 돌보기 프로그램. 노인 

학대에 대하여는 먼저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지역 사회복지 250- 837- 2131 교환 204 성인 학대 및 방임,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환자와 가족 환경조정, 경재적 문제, 고통완화 및 사별에 관해 상담해 

드림니다. 

 

 음식배달 서비스 (Meals on Wheels) : 음식배달 서비스 250- 837- 3147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나 식사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 

 

 

레벨스톡 말기 환자 수용 시설 

Revelstoke Hospice Society  
250 -837-5523  
200 Campbell Ave, Suite A  
revhosp@telus.net  
www.revelstokehospicesociety.com  

 정보제공, 교우 관계 및 정서적인 지원및 고통 완화 서비스 

 
병원 
퀸 빅토리아 병원 (Queen Victoria Hospital ) 

250- 837- 2131  
1200 Newlands Rd  
www.interiorhealth.ca  

 중요한 외상과, 임산, 간단한 국부 수술, 병리검사 및 방사선학, 물리요법, 

외래환자 진료, 영양, 노인 진료, 간병인 및 말기 환자 수용 서비스. 

 

 
 

 

http://www.interiorhealt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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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250- 837- 5244  
310 Connaught Ave  
www.revelstokeoptometry.ca  
  

 

약국 

Peoples Drug Mart 
250- 837- 5191  
#12-555 Victoria Rd  
www.peoplesdrugmart.com/store/revelstoke.html  
 

파마세이브 

Pharmasave 
250- 837 -2028  
307 Victoria Rd  
www.pharmasaverevelstoke.com 
  

보건소 (Public Health Service) 

250 814 2244  
www.interiorhealth.ca  
 

퀸 빅토리아 병원, 1200 Newlands Rd.  

 면역접종, 청각 테스트, 말하기와 언어교정, 아기 진료소 

 전염성 질환과 성병 등 질병연구조사 및 교육 및 자료들 

 임산부 서비스, 신생아 어머니를 위한 지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 

 금연 교육, 학교 공공 의료 및 환경 건강 서비스  

 

임산부 서비스 

 오카나간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임산부 학교를 운영합니다. 좀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250- 837- 4235 으로 연락주시거나 www.okanagan.bc.ca 를 

방문하세요. 필요하신 분에게 보조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임산부 서비스에 대한 관련 전화가 필료하신분은 250- 837-6669 번으로 

연락을 주기거나 tspannier@cbal.org 로 이메일, 혹은 Room 106, 1401 First St . 

West 방문해 주세요 

 

 

적십자 대여 서비스 (Red Cross Loan Cupboard)  

250- 814 - 7767 또는 250- 837- 3738 번으로 전화 메시지를  남기십시오  

970 Begbie Rd (old Big Eddy School)  

 의료부품 및 장비제공  

 

http://www.pharmasaverevelstoke.com/
http://www.okanagan.bc.ca/
mailto:%20tspannier@cb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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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R 진료소 (모든 연령대상의 성에 관한 정보 제공) 

250 -837- 4481 또는 1 800 Sex Sense (1- 800 -739 -7367)  

314 Second St East (Community Connections)  
www.wontgetweird.com  

 

 비밀 보장, 차별 없는 서비스를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분에게 제공 

 저가 피임약, 콘돔, 임신, 자궁 경부암 테스트 및 성병 테스트 

 애정관계,  건강한 성관계에 대해 얘기를 나눌 사람 

 사전 예약 없이 수요일 오후 7-9 시에 오십시오. 

 

여행을 위한 약과 예방 주사 진료소 

1- 888- 288- 8682  
301 First St. East  
 

Trees for Tots : 어린 아이를 위한 나무 

250- 837- 6291 (Randy Driediger) 또는 250- 837- 5179 (Linda Beerling)  

 먼거리로 여행해서 전문 의료 치료를 받아야할 아이들을 가진 가정을 위한 

자금보조 서비스. 

 
 

정신 건강  
커뮤니티 컨넥션  

250- 837- 2920  
314 Second St. East  
www.community-connections.ca  

 성인, 아이들 및 청소년을 위한 개인, 가족 및 단체상담서비스 

 
 

지역 사회 지원 사회 복지  

250- 837- 2131 교환 204  

1200 Newlands Rd (퀸 빅토리아병원 아래층)  

 나이 많은 성인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내륙지역 정신건강 및 마약 사용자 서비스 

Interior Health Mental Helath and Substance Use Services 
250- 814- 2241  
www.interiorhealth.ca  

1200 Newlands Rd (퀸 빅토리아병원)  

 

 성인 정신 건강 (노인 포함) 

 음주와 마약 상담원 

 정신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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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가족 발달 주정부 부처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250- 837- 7612  
210 Garden Ave  
 

 아동과 가족 서비스 (자녀양육, 가족 서비스, 자료, 입양) 

 청소년 서비스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제 19 학군  

School District #19 
250 -837- 2101  
www.sd19.bc.ca  
 

 제19 학군 내 학생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평가와 상담서비스 

 원주민 지원서비스 

 
 

레벨스톡 인식과 봉사 활동 프로그램 (RAOP) 

Revelstoke Awareness and Outreach Program 
250 -837 -6030  
 

 정신질환으로 고립된 분들을 위한 친교, 지원 등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 

 드롭인 센터와 주간 활동 

 

알코올, 마약 중독자 지원 단체들 
Substance Use Support Groups 
 

 알코올중독자협회(Alcoholics Anonymous (AA)는 앵글리칸 교회 (622 Second 

St West )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12:00 정오와 8:00 pm 에 모입니다. 

 알코올중독자가족, 친구모임 (Al-Aanon)은 유나이티드교회 (314 Mackenzie 

Ave)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8:00 pm 에 모입니다. 

 마약중독자협회:Narcotics Anonymous (NA)는 앵글리칸 교회 (622 Second St 

West )에서 일요일과 수요일 오후 7:30 에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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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커뮤니티 컨넥션  

250 -837- 2920  
www.community-connections.ca  

 주거 봉사 활동자 단체는 노숙자나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성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레벨스톡 지역사회 주거 알선처 (Revelstoke Community Housing Society) 
250 -837 -5345  

 지역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지원사업 

 

임대 (Rental) 
 

임대주택 명단은 다음장소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레벨스톡타임스 리뷰(Revelstoke Times Review) 

www.revelstoketimesreview.com 

 더 스토크(The Stoke List ) www.thestoke.ca/list 

 레벨스톡 재산 관리대행업 250-837-2489 

 리멕스 (Remax ) 부동산 중개업자 250- 837- 5121 

 

부동산 중개업소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명단은 전화번호부 책이나 웹싸이트 www.yellowpages.ca 

또는 www.revelstokechamber.com/directory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제공: Evan Batke 

 

“레벨스톡은 개의 이름과 어디에 사는지 알 정도로 친근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http://www.revelstoketimesreview.com/
http://www.thestoke.ca/list
http://www.yellowpages.ca/
http://www.revelstokechamber.com/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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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서비스 
 

현지(Local) 
 

오카나간 대학 (Okanagan College – 레벨스톡 센터)  

250- 837- 4235  

위치: 1401 First St West  

www.okanagan.bc.ca  
 

 ESL 정착지원 프로그램(ESLSAP)  

매년 9월부터 5월사이 오카나간 대학 실시 – 무료 영어교육,   

      주간교육, 견학, 다문화 카페, 교육 소프트웨어 사용가능. 

      17 세 이상의 캐나다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사진제공: ESL 정착 지원 프로그램 

 
레벨스톡 다문화 단체 
Revelstoke Multicultural Society 
www.revelstokemulticulturalsociety.com 

 
 

 

 

 

http://www.revelstokemulticulturalsociety.com/


24 

 

광역 지역 (Regional) 
 

버논(Vernon)과  인근지역 이민자 서비스 단체 

1- 250- 542- 4612  
www.vdiss.com  
 

 비영리 단체로 이민자및 새로 이주하신분, 소수 민족, 이민 1 세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정착, 고용 및 영어교육(ESL)서비스 

 

BC 주 (Provincial) 
 

웰컴 BC (Welcome BC) 

 www.welcomebc.ca/wbc/index.page  

 BC 정부 웹사이트로 장래 이민자, 이주자, 지역사회 지도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웹사이트입니다.  

 BC 주에서 살기를 원하거나, 일자리, 공부, 투자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및 자료들이 갖추고, BC 주에 오시고자 하는 새로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BC 새 이주자 가이드 

www.welcomebc.ca/wbc/service_providers/publications_and_reports/publications/newc

omers_guide.page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다양한 언어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BC 주 통역사 및 번역사 협회 

1- 604- 684- 2920 
www.stibc.org/page/directory.aspx 
  

 통역서비스 

 

연방정부 서비스 (National)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부 

www.cic.gc.ca  

 

 
 

 

http://www.stibc.org/page/director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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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지역변호사, 공증인, 사회정의옹호단체의 최신 명단이 필요하시면 

레벨스톡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주소록을 참조하십시오. 

www.revelstokesocialdevelopment.org 

 

당직 변호사 제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버논 법률보조 사무실 1-250 -545- 3666로 연락하시거나 

www.ag.gov.bc.ca/family-justice/resources/links/index.htm.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째 목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2시 사이 레벨스톡 법원에 오시면, 

변호사가 가족법과 형사상의 법률문제에 대한 도움이 되는 일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법률 지원 

 법률서비스회 - 법적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변호사를 

고용하기가 경제상 부담이 되는 분들은 1- 866- 577- 2525 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www.lss.bc.ca 를 방문하세요. 

 법률보조 - 가장 가까운 법률보조 사무실은 새먼암(Salmon Arm)에 있습니다.  

1- 250- 545- 3666  

 법률전화는 무료전화서비스로 기본법률정보와 법률상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1- 866- 577- 2525, 7 번을 누르세요. 

 

BC 주 공공 후견인 및 신탁 서비스 (PGT)  

 재정및 법적, 개인생활등을 위한 대리 행사자가 필요로 한 성인을 위한 

서비스. 더 많은정보가 필요하시면 1- 604- 660- 4444 로 연락하시거나  

      www.trustee.bc.ca 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웹기반의 법률서비스 

 LawLINK  www.lawlink.bc.ca BC 주민만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BC 가정법률 www.familylaw.lss.bc.ca  

 PovNet 빈곤 법률 문제에 관한 정보 www.povnet.org 

 

 사진제공: Evan Batke 

http://www.lss.bc.ca/
http://www.lawlink.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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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및 교회 
 

연맹 교회 (Alliance Church ) 

250- 837- 4008  
1559 Illecillewaet Rd  

www.revelstokealliance.com  

 

크리스챤 시티 교회  

(Christian City Church)  
250- 837- 4894  
108 First St West (above the Royal 
Bank)  

www.c3revelstoke.ca 

 

펠로십 침례 교회  

(Fellowship Baptist Church)  
250- 837- 9414  
1806 Colbeck Rd, Big Bend Hwy  

www.revelstokebaptist.com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 회관 
(Kingdom Hall of Jehovah’s Witnesses)  
250- 814- 2000  

250 Basford Dr 

 

 

재향군인 군목 (Legion Chaplain )  

250- 837- 6047 

 

부활의 루터란 교회 
(Lutheran Church of the Resurrection)  
250 -837- 3330 1502 Mt. View Dr 

 

 

레벨스톡 연합 교회 
Revelstoke United Church  
250- 837- 3198  
314 Mackenzie Ave  

www.revelstokeunitedchurch.com 

 

 

제칠일 예수재림 교회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 
250- 837- 3917  

662 Big Eddy Rd 

 

성 프란체스코 아시시 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atholic Church)  
250- 837- 2071  

510 Mackenzie Ave 

 

성 피터 성공회  

(St Peter’s Anglican Church ) 
250- 837- 3275  

622 Second St West 

 

 
                                  사진제공: David Rooney, The Revelstoke Current 

 
“우리 지역사회는 특별한 장소, 다정한 이웃, 서로에 대한 신뢰 등 강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http://www.c3revelstoke.ca/
http://www.revelstokebaptist.com/
http://www.revelstokeunitedchu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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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날씨 
 

레벨스톡 타임즈 리뷰 신문 (Revelstoke Times Review)  

250- 837- 4667  
212 Garden Ave  
www.revelstoketimesreview.com  
 

레벨스톡 커런트 (The Revelstoke Current) 

250- 814- 9849  
editor@revelstokecurrent.com  
www.revelstokecurrent.com  

 

레이브드 (Reved)  

250- 837- 4676  
editor@reved.net  
www.reved.net  

 4 분기 간행물로  예술, 문화 및 생활 스타일 

 

고속도로 상황 보고 
www.drivebc.ca  
 

Revelstoke 일기 예보 – 캐나다 환경청 

www.weatheroffice.ec.gc.ca 
 

 
                     사진제공: Evan Batke 

 

"봄날엔, 남아 있는 거대한 눈더미가 천천히 녹습니다.  모두는 눈더미를 뚫고, 작게 
부수어, 물을 뿌립니다. 눈아 빨리 녹아라!  그러나 눈밑에는 벌써 파란 싹이 

돋아납니다. 뜰에 눈이 3 피트나 깊은데 도 스노우 드롭스, 크로커스가 피어납니다.  

버들강아지가 잎도 내기 전에 얼굴을 내밉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번의 눈이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인자 같은 폭설입니다.” - 눈을 녹이는 눈. 겨울 흰손의 

마지막 손짓입니다" 

http://www.revelstoketimes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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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 동물 서비스  

 
레벨스톡 수의사 진료소 

250- 837- 4530  
717 Victoria Road  
 

레벨스톡 동물 보호협회 및 동물 통제  

Revelstoke Humane Society & Animal Control 
250- 837- 4747  
1200 East Victoria Road (Public Works Yard)  
www.humanesociety.com/revelstoke.html  
www.revelstokehumanesociety.wordpress.com  

 고통당하는 동물들을 찾아내고 보호소를 제공하는 단체. 

 
 

 
                                                   

                                                            사진제공: Linda C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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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캐나다 우체국 (Canada Post)  

250- 837- 3228  
301 3rd Street West  
www.canadapost.ca  
 

“3rd Street 에서 우체국 지나 가실때는 많은 사람들이 각 방향에서 도로를 건너기 

때문에 천천히 운전하세요!” 

 
 

 
 

 
                                                            사진제공: Evan Bat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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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  
 

레벨스톡 시청 

250- 837- 2161 

216 Mackenzie Ave  

www.cityofrevelstoke.com  

 쓰레기 수거는 웹사이트에서 수거일을 확인하세요. 

 재활용품 수거용기는1200 East Victori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보시면 주우세요.” 

 

 사진제공: David Rooney, The Revelstoke Current 

 

컬럼비아 슈스왑 쓰레기 처리장 

330 Westside Rd  
www.csrd.bc.ca  

 쓰레기 중량에 의해 수거 가격 결정 

 연중무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법정 휴일은 쉽니다.) 

 

레벨스톡 빈병수거 

250 -837- 2693  
97 Cartier St  

 환불이 되는 음료수 용기들 

 우유팩 

 고장난 전자제품들 

 페인트 관련 제품 

 

레벨스톡 친환경 운동 – 도구 키트 

 

친환경 생활 방식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지역사회 자료들과 재활품 

상점을 포함한 모든 것. 

북컬럼비아 환경협회에 의해  

제작된 www.northcolumbia.org 를 

방문하세요. 

 

" 어느 주말 아침, 나는 시의원이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강가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주으며 산책을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http://www.cityofrevelstoke.com/
http://www.northcolumb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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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서비스 
레벨스톡 노인 자료 가이드 

www.revelstokesocialdevelopment.org 를 보시거나 레벨스톡노인회관에서 받아보세요. 

 

노인 학대 및 방임 

지역사회 대책 네트워크 

학대 신고전화 250- 814- 2267. 정신질환으로 인해 무능력한 성인전화 250- 832-1720  

www.bccrns.ca  

 성인 후견인법에 따라 성인학대, 방임, 19세 이상의 자아 방임자를 위한 대책. 

 

가정과 지역사회 보호 

장애를 가진 노인과 성인을 위한 서비스 

250 -814 - 2267  
www.interiorhealth.ca  

 지역 사회 보호 간호    

 성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간병인 

 노인 양로원 

 자택 간호 

 지역사회 보호 사회복지 

 

레벨스톡 노인협회 및 노인회관 

250- 837- 9456  

603 Connaught  (커뮤니티 센터 뒷편)  

 각종 활동: 월별 생일 파티, 볼링, 카드 놀이, 합창, 컴퓨터센터, 파트락 디너 

“2달러” 수영과 운동강좌 등 

 노인회관에 있는 시간표를 참조하세요. 

 

노인 상담원 

250 -837- 9456  

매주 수요일아침 노인회관에서 

 신청서와 양식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퇴역 군인 협회 

250 -837- 6047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9시부터 정오까지 

 전쟁 퇴역 군인과 배우자를 위한 정보와 도움  

 

 사진제공: David Rooney, The Revelstoke Current 

http://www.revelstokesocialdevelopmen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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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가스 공급  

 
BC Hydro (전기 공급사)  

250- 814- 6600  
www.bchydro.com  

 

Fortis BC  (가스 공급사)  

1- 888- 224- 2710  

www.fortisbc.com 

 

일부 가정은 기름으로 난방을 합니다. 

기름 배달을 원하시면 지역 전화부의 “Oil Companies” 항목을 참고 하십시오. 

 

 
                 사진제공: 레벨스톡 상공회의소 

 

 

 

 

 

 

 

http://www.bchydro.com/
http://www.fortis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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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마차 
 

환영 마차 

1- 866- 856- 8442  
www.welcomewagon.ca  

 지역사회 환영 및 신생아 환영 – 지역 환영회 대표가 지역 서비스에 관한 

귀중한 정보와 지역 상점들이 준비한 환영선물을 갖고 개인적인 방문을 

합니다. 

 

  
사진제공: Evan Batke 

 
 

"모두가  친절하므로 서로 거리에서 지나칠 때 마주보며 웃으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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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스톡에서 나들이 하기 
 

 
사진제공: Tara Benson 

 
 

 

 
                                                                                     사진제공: Debbie Koerber 

 
"종종 사람들은 위치를 설명할때 거리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레벨스톡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쉽고 재미있습니다. 중고품 할인 

상점, 위탁 판매점 및 자전거 상점에서 

중고자전거를 판매하며, 경우에 따라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 또는 

www.thestoke.ca/list 에서 중고 자전거 

판매광고를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길찾기 
 

길을 찾으실때 다운타운 맥켄지 

에버뉴 (Mackenzie Ave)가 숫자 

서열로 표시된 거리이름(예를 들면 

first Street ,Second street 을 동서로 

가르는 분계선입니다. 

 

http://www.thestoke.c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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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 운전 면허증  
 

BC 레벨스톡 서비스 센터 

250- 837- 6981  

1123 Second St West, Room 104 (법원건물 안에 위치)  

 BC 주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은 www.icbc.com 방문하세요. 

 

레벨스톡 자동차 나눠 타기 
 

레벨스톡 자동차 나눠 타기 

250 -837- 5445  

www.nelsoncar.com 

 넬슨 차 나눠 타기 조합은 2 대의 차와 4x4 트럭 한대를 소유하고 있어 

회원들이 필요로 할때 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쿠트니 차 나눠 타기 (Kootenay Rideshare )  

www.kootenayrideshare.com  

 무료 봉사로 차를 타고 갈 필요가 있는 분들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차 운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이 웹사이트에 

게시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차를 세차하시면,  세차후 차문 주위와 차 키 구멍의 얼음을 녹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진제공: Evan Batke 

 
 

"많은 사람들이 일년 내내 자전거 타는데, 어떤이들은  스키와 장바구니등을 

자전거로 나르기도 합니다.” 

 

http://www.ic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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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교통 
 

레벨스톡 대중 교통 서비스  

250 -837- 3888  
www.busonline.ca/regions/rev/?p=2.list  

 버스노선 지도와 시간표는 커뮤니티 센터 또는 시청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시버스 패스는 시청에서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모든 버스는 휠체어사용자가 타실 수 있고 자전거 걸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BC 주 버스패스 프로그램 

1- 866- 866- 0800  

 노인 및 저소득 장애자를 위하여 무제한으로 시버스를 타실수 있는 1 년버스 

정기권 패스가 있습니다. 

 

병원 연결 버스  

250- 837- 3888 혹은 1- 866- 618- 8294  

 응급질환이 아닌 환자가  병원 진료 예약으로  캠룹스나 켈로나를 가야할 

경우 제공하는 당일 수송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캠룹스로  매주 

수요일 켈로나로 연결됩니다. 

 

도어투도어 (Door-to-Door) HandyDART 장애인 버스와  택시 패스 

250- 837- 3888  

 장애자를 위한 수송 서비스 

 사용자는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50 -837- 2131) 

 모든 수송서비스는 24 시간전에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장애자 주차장 이용 패스 

SPARC BC  
1- 604- 718- 7744  
www.sparc.bc.ca/parking-permit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거나, 우편 요청 혹은 의료 진료소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레벨스톡 셔틀버스 

Ski Resort Shuttle 
www.revelstokemountainresort.com/RESORT/Getting-Here/By-Bus-.html  

 레벨스톡 정기셔틀버스는 도시 중심부에서 레벨스톡 스키장까지 스키철이 

시작되는 12 월 중간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레이하운드 캐나다 
Greyhound Canada 
250- 837- 5874  
1899 Fraser  
www.greyhound.ca  

 시외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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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 

 R 택시(R Taxi) 250 - 837- 4000 

 조니스 택시(Johnnie’s Taxi) 250 - 837- 3000 

 

 

음주자 대리 운전 서비스 
Your Keys Pleez 
250-837-4699 

 주점이나 식당의 고객을 그들의 자동차로 안전하게 귀가 시키는 지정된 

운전사 서비스 제도. 
 

 

공항 
 
레벨스톡 공항 

250 – 837 - 7007  
2913 Airport Way  

 

 레벨스톡에는 1,460 미터의 포장된 활주로, 터미널 빌딩, 연료 공급소와 공항 

행거가 있습니다. 전세 항공기와 헬기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레벨스톡 

공항에는 계기 착륙 기능과 정기 민간 항공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의 국내선과 국제선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켈로나와 

캠룹스입니다. 이 비행장으로부터 레벨스톡까지 육로연결 수송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국제선 연결은 캘거리와 밴쿠버 공항으로 가능하며 이 지역에서 켈로나와     

   캠룹스로 국내선 연결편을 이용하시거나 육로 수송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톡 셔틀 – 레벨스톡 컨넥션 

Stoke Shuttle - Revelstoke Connection 
1-888-569-1969 
www.revelstokeconnection.com 

 레벨스톡에서 켈로나 및 캘거리 국제공항까지 왕복 공항 환송 및 셔틀 서비스 

 

 
 
 

http://www.revelstokeconne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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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스톡 지역사회 안전 
 
눈사태 안전과 인식  

캐나다 눈사태 협회 및 눈사태 센터 

250- 837- 2435  
110 Mackenzie Ave  
canav@avalanche.ca  
www.avalanche.ca  

 

 눈사태 안전 홍보를 위한 캐나다 전국 단체 

 캐나다 눈사태 협회는 눈사태 인식과 안전을 위한 눈사태에 대한 바른이해와 

지식개발, 의사소통 및 전문성을 촉진하고, 양질의 눈사태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진제공:Parks Canada 

 

 

백칸트리(backcountry)출발전 검토사항 
 

 캐나다 눈사태 센터에 연락하여 

눈사태 현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캐나다공원관리공단에 등록하고 국립 

공원에서 여행하는 경우에는 

백칸트리 허가 패스를 구입하세요. 

 안전 장비를갖추고 장비사용훈련을 

받으십시오. 

 혼자여행하지 말고 항상 친구와 

동반하십시오. 

 친구나 친지에게 얼마동안 어디에 

가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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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과 구조 
레벨스톡 수색과 구조  

250 – 837- 4187 (비상시 연락처: 250- 814- 1866 또는 250- 814- 8494) 

www.bcsara.com 
revsar@telus.net 

 

 

 
윗사진: Mount Sir Donald에서 캐나다 국립공원 헬기 구조.  사진제공: Parks Canada 

 

아래 사진:Zuzana Driedige 와 Hero 의 눈사태 구조. 사진제공: Zuzana Driediger 

http://www.bcsara.com/
mailto:revsar@tel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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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에 대한 인식 
레벨스톡 곰에 대한 인식교육 

250- 837- 8624  
bearware@telus.net  
www.revelstokebearaware.org  

 곰과 인간의 접촉을 감소 

 곰을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곰의 불필요한 희생를 방지 

 곰을 보시거나 곰이 문제를 일으키는것을 보시면 1- 877- 952- 7277로 

연락주세요. 

 
 
 
 

  
                                                   사진제공: Noleen Mostert (2010) 

 

 

법규 및 동물 관리  
레벨스톡 시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cityofrevelstoke.com/bylaws  

또는 레벨스톡 도시계획, 건축 및 법규과 250 -837- 3637 에 연락주십시오. 

 

우리는 곰이 사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곰을 유인하는 것들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하십시오. 

쓰레기, 과일, 새먹이, 퇴비, 가축, 애완 동물 먹이등은  곰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즐리 곰                      검은 곰 

http://www.cityofrevelstoke.com/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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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전화 
Emergency Numbers 
 
모든 긴급을 요하는 비상시에는 911 로 연락하세요. 

레벨스톡 위기상황 전화 250- 837- 6601 

아동을 위한 도움 전화 250- 310- 1234 

독극물 통제 센터 1- 800- 567- 8911 

수색과 구조 250 -814 -1866 혹은 250- 814- 8494 

피해자 서비스 250 -837- 9260 

피해자 관련정보 1- 800 -563- 0808 

여성을 위한 임시 보호소(Shelter) 250- 837- 1111  

청소년 폭력 예방 전화 1- 800- 680- 4264 

 

비상시 사회복지 서비스 
250 -837- 2884 또는 250- 837 -8585  

www.revemergency.com, www.ess.bc.ca 또는 www.pep.bc.ca  

 재난에 의해 집에서 나와야만 하는 분들을 위한 단기 서비스 봉사 

 식품, 숙박, 의류 및 가정 재결합 등 정서적인 지원 상담 서비스 

 

식품 은행  
Food Bank 
커뮤니티 컨넥션 식량 은행 

250- 837- 2920 교환 28  

600 First St. W (the Legion 아래층에 위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주간 음식 배급 – 상하지 않는 식품 및 우유, 빵,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배급됩니다. 

 금요일 오전 8:30 과 오전 11:00 사이에 오십시오. 

 

성인 학대 및 방임 
Adult Abuse and Neglect 
지역사회응답 네트워크 

성인학대 신고 전화 250- 814- 2267 혹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무능력한 성인전화 
250 -832-1720  
www.bccrns.ca  

 성인학대, 방임, 19세이상의 자기 방임자 (자포자기)들을 위한 응답서비스로 

성인 후견인 행동법에 의해 재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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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찰 (RCMP) 
RCMP 레벨스톡 분소 

250- 837 -5255  
404 Campbell Ave  
www.bc.rcmp.ca  

 사진제공: 레벨스톡 시청 

범죄 방지 
1- 800-222- 8477  
www.revelstokecrimestoppers.com 

 익명 및 독립적인 사회 봉사 프로그램 

 범죄인 검거 혹은 범죄 해결책을 제안하는 분들에게 현금 사례금 제공  

 

소방서 
250- 837- 2884 
227 Fourth St West 

 

 

 

 

피해자 서비스 
250- 837- 9260  
victim.services@cityofrevelstoke.com  

 경찰 기반의 서비스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훈련된 직원들을 통한 가족폭력및 

성적 학대에 의한 피해자 등 각종 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  

 무료로 지원됩니다. 

위기 중재, 실제적인 지원, 정서적 지원, 범죄상해 보상신청, 법원 동행, 경찰 

수사에 따른  법률기관 및 정보 소개. 

 

 

여성을 위한 은신처 
레벨스톡 여성을 위한 은신처 지원 단체 Forsythe House - 안전한 거처 

250 -837- 1111 또는 250- 837- 4382  

forsythe@telus.net  

 레벨스톡 여성을 위한 은신처 지원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학대를 당하는 여성 

및 자녀를 위해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http://www.bc.rcmp.ca/
http://www.revelstokecrimestopp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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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스톡에서 일하기 
 

사회 보험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 ) 

캐나다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보험번호(SIN)가 필요합니다. 사회 보험 

번호를 얻기위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servicecanada.gc.ca 방문하십시오. 또는 

1- 800 -206- 7218 로 연락주십시오. 

 

고용 서비스  
레벨스톡 고용 서비스 센터 

250 - 814 - 0244  
117 Campbell Ave  
www.resc.ca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쓰기 도움 

 노동 시장 연구 

 면접 요령 

 직장 찾기 및 고용 촉진 

 고용 임금 보조 프로그램 및 자영업 혜택 프로그램 

 

 사진제공: 레벨스톡 고용 서비스센터   

 
보우맨 (Bowman) 고용 서비스  

250 - 832 -7778  

www.bowmanemployment.com  

info@bowmanemployment.com  

 기술 또는 자격증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훈련. 

 신청 대상자는 고용보험을 지급 받고 있는 자 혹은 지난 3 년사이 고용보험 

지급을 신청한 경우가 있는자, 지난 5 년사이 신생아 탄생으로 인해 임산, 부모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은 자에 한합니다. 

 

 

http://www.servicecanada.gc.ca/
http://www.bowmanemployment.com/
mailto:info@bowmanemploy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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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스톡 미래 지역사회 개발 공사 

250- 837-5345  
204 Campbell Ave  
www.revelstokecf.com  

 자영업 프로그램 – 신청 대상자는 고용보험을 지급받고 있는 자 혹은 

지난 3 년사이 고용보험지급을 신청한 경우가 있는자, 지난 5 년 사이 신생아 

탄생으로 인해 임산, 부모혜택을 정부로 부터 받은자에 한합니다. 

 재정 지원및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 

 

새먼암 (Salmon Arm) 미래 지역사회 개발 사업 공사 

1- 250- 803- 0156  
www.futureshuswap.com/wage_subsidy_program.php  

 고용 임금 보조 프로그램 

 

고센 컨설팅 회사 (Goshen Consultants Inc.) 

1- 877- 832- 3696  
www.goshen.ca  
info@goshen.ca  

 장애자를 위한 고용 프로그램(EPPD) 및 장애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고용상담, 주거, 생활 기술 지원 
 

 

 
                                        사진제공: David Rooney, The Revelstoke Current 

 
"나는 걸어서 일터로 갑니다." 

mailto:info@goshe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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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개발 서비스 
레벨스톡 미래 지역사회 개발 공사 

250- 837- 5345  
204 Campbell Ave  
cfdc@revelstokecf.com  
www.revelstokecf.com  

 비영리 사회단체로 새로운 사업 시작, 사업구매, 사업확장및 강화를 돕는 

사회단체입니다. 

 

레벨스톡 상공회의소 

250- 837- 5345  
204 Campbell Ave  
info@revelstokechamber.com  
www.revelstokechamber.com  

 비영리단체로 사업가, 전문가, 주민 및 다른 지역사회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벨스톡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는 건강한 경제적 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레벨스톡 상공회의소 업소록 www.revelstokechamber.com/directory 

 레벨스톡 관광국 www.seerevelstoke.com 

 

레벨스톡시 경제 개발 

250- 837- 5345  
204 Campbell Ave  
amason@cityofrevelstoke.com 
www.cityofrevelstoke.com 

 

지역사회 경제 개발과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 및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레벨스톡을 홍보 

 비즈니스 유지 및 확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적과 목표를 포함한 지역사회 개발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적용함 

 관광 인프라 전략을 적용함 

 

 사진제공: Evan Batke 
 

mailto:amason@cityofrevelstoke.com
http://www.cityofrevelsto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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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지방자치 정부 
 

레벨스톡시 

250- 837- 2161  
216 Mackenzie Ave  
www.cityofrevelstoke.com  

 시선거는 매 3 년마다 (2011 년 11 월) 실시합니다. 

 

주정부  
레벨스톡 BC 서비스 센터 

250- 837- 6981  
1123 Second St West, Room 104 (Located in the Court House)  
www.gov.bc.ca  

 카지노 및 빙고장을 위한 " B"면허” 신청 및 허가 

 BC 감정평가 

 BC Hydro (전기료) 납부 

 BC 주립공원 예약 

 학생 학자금 신청 

 출생, 사망 및 결혼 증명서 신청 

 보트 안전 프로그램   

 육아 보조금 프로그램 

 상업용 차량 검사 프로그램 

 선서 담당관 

 커뮤니티 액세스 컴퓨터 단말기 

 상호명 검색과 등록 

 지역선거구 등록 대리인 

 운전면허증 

 전기와 가스 허가 

 낚시 및 사냥 면허 

 정보자유법 신청 

 토지 소유권 검색 및 정보  

 법률 서비스 양식 및  이용 

 벌목 납세 

 조립주택 조사, 장소 이동 허가 및 등록 

 결혼 허가증 

 의료보험 등록과 보험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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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광물 소유권  

 고용청과 저소득자 지원서비스 

 선박 운행 하천 연방 정부 

 원스톱 사업 등록 

 개인 자산 등록 

 농약 시험 

 재산세 정보 및 납부 

 지방재산세 납부 

 투표자 등록 

 주거 임차 정보 

 

 

 

주의원 

www.leg.bc.ca/mla 
 

주정부 연락처 

 

 육아 정보 및 소개 250- 837- 6669로 연락 혹은www.mcf.gov.bc.ca/childcare 

또는 www.childcarechoices.ca 방문 

 육아보조 250- 837- 6669 로 연락 혹은 www.mcf.gov.bc.ca/childcare 방문. 

육아에 필요한 재정문제 조언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은 연락주세요. 지역사회 

탁아 시설 허가 www.healthplanning.gov.bc.ca/ccf/를 방문 

 ECE 등록 – 아동조기교육 등록과 갱신 250- 837- 6669로 연락 혹은  

   www.mcf.gov.bc.ca/childcare/ece 방문. 

 고용과 소득보조 1- 866- 866- 0800 에 연락하여 지원전 신청번호를 받으신 

후 www.weborientation.gov.bc.ca/intro.asp 혹은 www.gov.bc.ca/hsd 방문 

 비씨 일반자료 요청 - 일반적인 자료요청을 위하시면1- 800- 663-7867로 연락 

혹은 이메일을 EnquiryBC@gems3.gov.bc.ca로 혹은 www.gov.bc.ca방문. 

 레벨스톡 정부관리인 1123 Second St West 위치. 연락처 l- 250- 837- 6981 

 아동을 돕기 위한 전화선 250- 310- 1234 

 주거- BC 주택국 연락 1- 800- 834-7149 혹은 www.bchousing.org 방문 

 내륙지역 보건부(Interior Health) 연락 l- 250- 837- 2131 혹은 방문 

www.interiorhealth.ca 

 의료보험(MSP) 연락1- 800- 663-7100  

 아동 및 가족 발달부 210 Garden Ave에 위치, 전화 250- 837- 7612  혹은 

이메일 john.yakielashek@gov.bc.ca 혹은 www.mcf.gov.bc.ca 방문 

 인구 통계 켈로나( Kelowna) 사무실 250- 712- 7562  www.vs.gov.bc.ca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보험 전화 1- 888- 967- 5377  www.worksafebc.com  

 

 

 

http://www.mcf.gov.bc.ca/childcare
http://www.healthplanning.gov.bc.ca/ccf/
http://www.gov.bc.ca/hsd
http://www.gov.bc.ca/
http://www.bchousing.org/
http://www.interiorhealt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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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www.canada.gc.ca  
 

하원 의원 

http://webinfo.parl.gc.ca  

 

 

연방정부 연락정보 

 

 캐나다 주택융자 및 주택공사 www.cmhc-sch.gc.ca 

 캐나다 연금 계획 1- 800- 277- 9914  www.hrsdc.gc.ca 

 캐나다 세무청 www.cra-arc.gc.ca  

o HST 신용 1- 800- 959- 1953 

o 세금 환불 800- 959- 1956 

o 세금 정보 전화 서비스 1- 800- 267- 6999 

 아동 세금 혜택 1- 800- 387- 1193 www.cra-arc.gc.ca  

 시민권 및 이민1- 888- 242- 2100 www.cic.gc.ca  

 고용 보험 문의 - 자료요청 1- 800- 206- 7218 

o 고용주 서비스 1- 888- 800- 9612  

o 고용 서비스 1- 800 -304- 0595 

o 외국 노동자 확인 1- 888- 246-7712 

 노인 안전 연금 1- 800- 277- 9914 www.hrsdc.gc.ca 

 캐나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250- 837- 7500 www.pc.gc.ca 

 여권 캐나다 1- 800- 567- 6868 www.pptc.gc.ca 

 사회 보험 번호 1- 800- 206- 7218 www.hrsdc.gc.ca 

 퇴역 군인회 캐나다 1-866-522-2122 

 

 

http://www.canada.gc.ca/
http://www.cmhc-sch.gc.ca/
http://www.hrsdc.gc.ca/
http://www.hrsdc.gc.ca/
http://www.pc.gc.ca/
http://www.pptc.gc.ca/
http://www.hrsdc.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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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스톡 즐기기  

 
예술과 문화 
 
레벨스톡 예술 위원회 

 250 -837- 5125  

 비영리기관으로 시각과 공연 예술을 지원하는 기관 

 음악회, 지역 음악밴드, 연극단체,  여름 거리 축제등을 지원. 

 

 

레벨스톡 시각 예술센터(미술관) 250- 814- 0261  

320 Wilson St  
www.revelstokevisualarts.com, info@revelstokevisualarts.com 

 지역예술가 및 초대 예술가들의 다양한 쟝르의 작품을 전시  

 

아트 퍼스트! Art First! (미술관) 

250-837-2212 
113 First St West 

 북컬럼비아 예술가협회 미술관 

 

락시 극장 (The Roxy Theatre) 

250- 837 -5540  
115 Mackenzie Ave www.roxytheatre.info  

 영화, 현장 중계 콘서트, 연극과 오페라상영 

 

 

레벨스톡 극단 (Revelstoke Theatre Company ) 

250- 837- 3687  

 레벨스톡 극단은 일년 내내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여행자 안내센터에서 공연과 특별 이벤트 일정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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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컬로디온(Nickelodeon) 박물관  

250 -837 - 5250  
111 First St West  
www.revelstokenickelodeon.com  

 캐나다의 유일한 기계 음악 박물관으로 빅토리안 음악상자, 18 세기 기계 연주 

오르간,  고전 피아노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매달 열리는 영화의 밤, 빅토리안 마술 램프 쇼 등 

 

레벨스톡 박물관 및 기록 보관소 

250- 837- 3067  
315 First St West  
www.revelstokemuseum.ca  

 레벨스톡의 특별한 역사를 전시합니다. 1926 년에 건축된 이전의 우체국건물을 

박물관으로 개조하였습니다. 1974 년부터 현재까지 이 아름다운 벽돌 유산 

건물이 박물관과 역사기록 보관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정원은 박물관 영업시간동안 일반인에게 개방됩니다.  
 

     
      사진제공:레벨스톡 상공회의소 

 

레벨스톡 철도 박물관  

250- 837- 6060  
719 Track St West (next to Victoria Road)  
www.railwaymuseum.com  
railway@telus.net  

 철도 박물관은 이 지역의 캐나다 퍼시픽 철도의 역사뿐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의 철도의 역활을 보여주며. 레벨스톡 모형 철도사회의 중심부이며 연중 

개방됩니다. 

 

BC 주 내륙지역 임업 박물관  

250 -837- 8078  

북부23번 고속도로로 레벨스톡에서 4킬로미터 북쪽에 위치 

www.bcforestrymuseum.ca  

 레벨스톡 임업 산업의 역사와 대대에 걸친 벌목 장비등을 전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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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스톡 댐 방문자 센터 
250-814-6697 

북부 23 번 고속도로로 레벨스톡에서 5 킬로미터 북쪽에 위치 

5 월 중순부터 10 월 중순까지 개장 

 

레벨스톡 소방수 박물관 
250-837-4892 
227 Fourth St West 

 

 
"많은 가족들이 대대에 걸쳐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지역사회 행사 
상공 회의소- 행사 일정 

www.seerevelstoke.com/events  

 레벨스톡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모든행사가 표시된 월별행사표 

 

시청 

www.cityofrevelstoke.com/parks-rec/events  

 250-837-9351, 600 Campbell: 지역 사회 프로그램, 특별 행사 정보 

 프로그램과 여가 가이드 
 

레벨스톡 그리즐리 청소년 B 하키 클럽 (홈 게임) 
250-837-5588 

 

레벨스톡 커런트(The Revelstoke Current) - 이번주 행사  

www.revelstokecurrent.com  
 

레벨스톡 타임즈 리뷰 (Revelstoke Times Review) - 지역사회 달력  

www.revelstoketimesreview.com 

           
 

http://www.revelstoketimes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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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그룹과 단체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룹 및 단체의 연락처를 원하시면 커뮤니티 센터로 

연락하십시오. 
 

250- 837- 9351  
600 Campbell Ave  

www.revelstokecf.com/volunteers/groups.html 를 방문하세요. 
 

 
 

 
사진제공: Evan Batke 

 

http://www.revelstokecf.com/volunteers/group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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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여가 활동 
많은 지역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클럽, 단체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체의 명부와 최신 연락 정보를 원하시면 커뮤니티 센터 접수처, 250-837-9351 로 

연락하시거나, www.cityofrevelstoke.com 에서 최신 프로그램 및 레저 가이드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사진제공: 레벨스톡 상공회의소 

 

레벨스톡 커뮤니티 및 아쿠아틱 센터 

250- 837- 9351  
600 Campbell Ave  

 지역사회 회의 및 컨벤션, 행사장소 

 댄스 스튜디오, 건강 센터 및 체육관 

 실내 수영장 (워터 슬라이드등의 특별시설)  

 도서관과 노인회관 건물과 연결되어있습니다. 

 
볼링  

캐빈(The Cabin)  

250- 837- 2144  
200 First St East  
 

 

골프 

레벨스톡골프장 

250- 837- 2440  
171 Columbia Park Dr  
www.revelstokegolfclub.com  

 강변에 위치한 챔피언쉽 18 홀 

골프코스 

 

 
                                                                사진제공: 레벨스톡 상공회의소 

 
 
 

 

수영장 패스-저소득자 

해당 대상자는 레벨스톡 

아쿠아틱센터 패스가 

시로부터 제공됩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커뮤니티컨넥션 250- 837- 

2920 로 연락주세요. 

 

 

http://www.cityofrevelsto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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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스포츠 
레벨스톡 포럼 (Revelstoke Forum) 

250- 837- 4040  
1100 Vernon Ave  

 일반인 스케이트 타기, 하키, 피겨 스케이팅 경기장 

 

레벨스톡 컬링(Curling) 클럽 

250- 837- 4356  
1100 Vernon Ave  

info@revelstokecurlingclub.com 

 

스쿼시(Squash) 

라켓 덴 (The Racquet Den)  

207 Mackenzie Ave (아래층)  

membership@racquetden.com  
www.racquetden.com  
 

스키타기 

레벨스톡 스키장 (Revelstoke Mountain Resort (RMR)  

250- 814- 0087  
2950 Camozzi Rd  
www.revelstokemountainresort.com  

 리프트 스키타기 등 그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제공: 레벨스톡 상공회의소 

 

레벨스톡 노르딕 스키 지역 및 클럽  

250- 837- 7303 (눈상태 안내 전화)  

클럽하우스와 트레일은 23번 남쪽 고속도로선성에 위치.  

info@revelstokenordic.org  
www.revelstokenordic.org  

전통적인 크로스 컨츄리와 스케이트 스키를 위해 손질된 트레일. 

 

스노우모빌링 (Snowmobiling)  

스노우모빌링 레벨스톡협회 

www.sledrevelstoke.com 

mailto:info@revelstokecurlingclub.com
http://www.sledrevelsto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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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원들 
퀸 엘리자베스 (Queen Elizabeth ) 

219 Ninth St East (다운타운 지역)  

 놀이터, 피크닉 장소,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코바치 공원 (Kovach Park)  

110 Edward St (Southside 지역)  

 놀이터, 스케이트보드장  

 

센테니얼 공원과 구장 (Centennial Park & Ball Fields)  

Centennial Park Dr (다운타운 지역)  

 6 야구장, 3 축구장, 1 진흙 런닝 트랙,  

 피크닉 장소,  

 보트 띄우는 곳 

 

브루스키 공원 (Beruschi Park)  

303 Second St East (Downtown area)  

 놀이터 

 

파르웰 공원 (Farwell Park ) 

100 block First St West (Farwell 지역)  

 놀이터, 물놀이터, 피크닉 장소 

 

빅 에디 공원 (Big Eddy Park)  

1800 Griffiths Rd (Big Eddy 지역)  

 놀이터, 야구장  

 

무스공원 (Moose Park)  

1800 Park Dr (Arrow Heights 지역)  

 놀이터  

 

컬럼비아 공원 (Columbia Park ) 

137A Colbeck Rd (Columbia Park 지역)  

 테니스장, 하키장  

 

일리실리윁 (Illecillewaet) 그린밸트와 강변로 

 강가 산책로, 자전거 도로, 정보게시판, 새 관찰 

 센텐니얼공원에서 일리실리윁(Illecillewaet)다리까지 포장된 강변산책로 

 녹지대 산책로는 강가 둑의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윌리암슨스 (Williamsons) 호수 

 수영, 해변가, 도크, 간이 상점,  

   놀이터, 야영장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과 

경기장은 일반에게 개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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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든헤드(Woodenhead) 공원 

1901 Mutas Road (TransCanada 고속도로 인접지역)  

 놀이터와 피크닉 장소 

 

스포츠와 여가 활동에 대해 정보를 더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레벨스톡 여름 관광 www.revelstokecc.bc.ca/vacation  

 레벨스톡 겨울 관광 www.revelstokecc.bc.ca/snow  

 비씨 주립 야영장들 (쿠트니 서쪽지역) www.westkootenayparks.com  

 

 
 사진제공: 조기 아동발달 위원회 

   
     사진제공: 레벨스톡 시청                                  사진제공: 조기 아동발달 위원회 
 

 

 

 

"야생 허클베리와 버섯은 풍부합니다…그러나 따기 좋은 곳은 늘 비밀로 간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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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주립공원들 
 
캐나다 공원관리공단 : 마운트 레벨스 맟 글레이셔 국립공원  

250- 837- 7500  
301 Third St West  
www.pc.gc.ca  

 아영, 등산, 등반, 산행, 스키투어, 경치가 좋은 드라이브, 모든 나이 및 능력에 

알맞는 산책로들  

 

마운트 레벨스톡 및 글레이셔 국립공원 친구들 

250- 837- 2010  
www.friendsrevglacier.com  
fmrg@telus.net  

 비영리 사회단체로 마운트 레벨스 및 글레이셔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감사하며, 국립공원에 대한 교육과 이해를 지원하는 단체. 

 

주립공원 : 에로우(Arrow)호수, 블랭켓 계곡과 마사계곡(Blanket Creek & Martha 

Creek)  
www.westkootenayparks.com  
information@westkootenayparks.com  

 아영, 수영, 주간 사용, 하이킹, 볼만한 곳 
 

   

 
 

사진제공: David Rooney, The Revelstok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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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도서관  
Okanagan 지역 도서관 

250 -837- 5095  
605 Campbell Ave  
www.orl.bc.ca  

 

도서관 업무 

 책, 잡지, 신문, DVDs, 오디오책 및 참고자료   

 아이들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무료인터넷 접속 또는 무선 접속 이용가능 

 무료 시험 감독 
 

 
 
 
 
 
 
 
 
 
 
 
 

 

 
           사진제공: David Rooney, The Revelstoke Current 

 

 

영업 시간 

일요일 과 월요일은 쉽니다. 

화요일 정오부터 오후 8 시 

수요일 정오부터 오후 7 시 

목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 

금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5 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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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레벨스톡은 자원봉사의 역사가 오랜 지역 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따라 계속되는 시민들의 지역사회 

조직 참여가 기대되고 지역사회 행사를 통해 더 친절한 도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참여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것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는 명단은 커뮤니티 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또한 

온라인으로 www.resc.ca/volunteerpostings.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단체 및 클럽에 대한 명단을 원하시면 

www.revelstokecf.com/volunteers/index.html 를 방문하시거나 250- 837- 9351 로 

커뮤니티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사진제공: Sarah Newton 

 
 
 
 

"특별한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에 오셔서 정착하셨습니다.” 

 
 
 

http://www.resc.ca/volunteerpostin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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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세요 Grow       플레이 하세요 Play 

            거주하세요 Stay 

 

생활하세요 Live 

            소속되세요 Belong 

     

                        가정 Home 

       지역사회 Community 

 

일하세요 Work 

        공헌하세요 Contribute 

 

                           즐기세요 Enjoy 

 

 

레벨스톡 

REVELSTO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