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서비스
Burwood 는 훌륭하고 적극적인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카운슬은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단체 활동들에 관여하고 이들을 지원합니다.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Burwood 카운슬은 노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 및 커뮤니티
케어 (HACC) 프로그램은 연약한 노인, 장애를 가진 젊은이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내 근교 서부 (Ashfield, Burwood, Canada Bay, Leichhardt 및 Strathfield)에 거주하는 유자격 고객들을
위한 수많은 HACC 서비스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이동식 식사 제공
정원 돌보기 지원
가정 간병
임시 케어
지역사회 교통
지역사회 간호서비스
개인 지원 서비스
평가 서비스

Burwood 지역에서 제공되는 HACC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02) 9911 9911 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가정 및 지역사회 Podiatry (발 치료) 서비스
가정 및 지역 사회 발 치료 서비스는 Burwood, Ashfield, Canada Bay, Canterbury, Leichhardt,
Marrickville 및 Strathfield 지방 정부 지역에 거주하는 연약한 노인, 장애를 가진 젊은이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정 및 커뮤니티 케어 (HACC) 의 재정지원을 받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또는 가족이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9911 9939 번으로 Podiatry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십시오. 코디네이터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또는 가족이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몇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평가 담당관은 여러분이 어떤 발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에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 뒤 지역에 있는 3 개의 발치료 전문 클리닉 중 한 곳을 골라 적절한 예약을
해드릴 것입니다.
발치료 전문가에게 방문할 때마다 $ 10.00 의 작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가정
및 커뮤니티 발치료 서비스는 '차액'을 보상해드립니다.
Podiatry 서비스는 통역 서비스와 클리닉에서 오고가는 교통편 지원을 제공해드리며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도 주선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발치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정보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Podiatry 서비스 문의 월- 금 오전 8:30 - 오후 5:00. 전화번호 : 9911 9939 팩스 : 9715 5266
시니어 그룹

Wrap With Love (사랑의 랩) - 뜨개질 그룹
Burwood 에 새로운 그룹이 생겼습니다. 모두 오셔서 함께 즐기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뜨개질을
즐겨보세요. 뜨개질 전문가들부터 초보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환영합니다. Wrap With Love Inc.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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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이며 이 단체의 회원들은 사각형 모양을 뜨개질하여 wrap (쇼올)을 만든뒤 호주 및 세계의
가난한 지역사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요일:매주 화요일
시간 :오전 10 시 반에서 오전 11 시 반까지
장소 :Burwood 도서관 회의실, 4 Marmaduke Street, Burwood
준비물 :8 플라이 양모와 4mm 뜨개질 바늘을 가져오세요. 양모와 여분의 바늘 기부를 감사히 받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9911 9999 번으로 Burwood 도서관에 문의하십시오..
'Have a Go' 프로그램
카운슬은 위원회는 우드스탁 커뮤니티 센터의 노인들을 위해 재정보조가 가능한 여러 종류의 'Have a
Go'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학기동안 운영되며 매달 다른 프로그램 - 노인 운동교실,
종이접기, 크로셰 뜨개질, Zumba 등을 포함하는 많은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사교그룹
연장자이십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개선하고 싶으십니까? 모두 오셔서 시니어
사교그룹에 가입하세요. 외출, 만남,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 등 재미있는 활동들이 매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 그룹

Burwood 엑세스 위원회
카운슬 엑세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역 주민, 직원,
보호자 및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민들의 온전한 지역 사회
참여를 막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에 도전하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는 한 달에 한번 월요일 오후 5 시 반에 열립니다.
스피커 코너

스피커 코너는 지역 사회의 중국인 주민들의 영어회화 실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우드스탁 커뮤니티 센터 정원의 편안하고 사교적인 환경에서 매주
한번씩 만나 영어를 연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Burwood 카운슬이 자원 봉사자 네트워크 및
중국 사회서비스 협회 (CASS)와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9915 9855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요일: 매주 수요일
시간: 오전 10 시
장소: Woodstock Community Centre, Church Road, Burwood
지역사회 단체들
청년 그룹
BYAG 는 젊은이들에게 리더십, 이벤트 관리, 프로모션 디자인, 대중 연설, 의사 결정 및 옹호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12- 24 세 이고 Burwood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거나 공부하고 있다면 이 그룹에 가입하고
지역 젊은이를 대표하여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플레이밴
모바일 플레이밴은 0~6 세의 자녀 및 부모들을 위한 흥겨운 야외 플레이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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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플레이밴은 가족들이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게임, 이야기 하기, 미술 및 공작활동 이외에도 많은 활동들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플레이밴은 학기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 부터 오후 12 시까지 Henley 공원 (Portland St,
Enfield) 에서,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12 시까지 Burwood 공원 (CNR Burwood Road 와
Park Avenue)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이 달의 스포츠
Burwood 와 Ashfield 카운슬은 NSW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지역 스포츠 클럽과 제휴하여 시민들이
매달 다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년중 매달 특정한 스포츠에
집중하며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달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클럽 감독이나 스포츠 리더들이 홈 그라운드 또는 스포츠 시설에서 무료 세션을 운영합니다.
지역 사회 단체들의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행사
주민들과 커뮤니티 사이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Burwood 카운슬은 매년 350,000 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다양한 시민행사들을 Burwwood 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는 100,000 명의 방문객들이 몰리는 Burwood 축제 및 봄 축제로, 9 월에
개최됩니다.
Burwood 카운슬이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들 중 호주의 날 행사와 구정 축하행사 등이 인기행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국가에 대한 헌신의 서약을 하는 마지막 단계는 시민권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Burwood 카운슬은
매년 시민권 수여식을 4 회에 걸쳐 개최합니다.
시민권 승인 * 날짜로부터 시민권 수여식 초대장을 받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나 여러분은 시민권
수여식이 있기전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초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카운슬이 DIMIA (수여식 약 한 달전)으로부터 목록을 받을때까지* 카운슬은 시민권 수여 대상자의
수여식이 언제 개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호주 시민권은 호주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공식화합니다. 시민권은 호주 국민들을 통합해주고
공통의 가치관을 지닌 한 가족으로 묶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여러분은 호주
시민권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게 되며 호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Burwood 카운슬의 수여식은 Elsie Street, Burwood 에 있는 Council Chambers 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절차를 밟고 착석할 수 있도록 적어도 수여식 시작 30 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여식
시작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수여식 참여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수여식 날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시민권 수여일로부터 약 한 달전에 Burwood 카운슬로부터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뜻깊은 행사의 증인이 되어줄 손님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손님 숫자는 초대장에 명시될 것입니다).
시민권 수여식은 여러분이 시민권 담당 장관의 대리인 (Burwood 카운슬의 시장)앞에서 서약(신에게 맹세
또는 선서)을 하는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서약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맹세/선서를 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약을 한 후 여러분은 시민권 증명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 (16 세
미만은 제외), 여러분의 시민권을 승인하는 이민성 편지 그리고 여러분의 참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Burwood 카운슬의 편지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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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식에서 여러분은 미래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선거등록 양식을 받게됩니다. 수여식에서 이 양식을
작성하여 선거 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시설 대여

Burwood 카운슬은 레크리에이션 활동, 미팅, 개인 행사 등을 위해 주 7 일 대여 가능한 2 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드스탁 커뮤니티 센터는 Burwood 카운슬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아름다운 빅토리안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대여 가능한 5 개의 룸이 있습니다 : 2 개의 대형 룸, 2 개의 중형 룸,
그리고 한 개의 작은 룸. Burwood 공원 커뮤니티 센터는 Burwood 공원 주변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여가능한 대형 룸 1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드스탁 커뮤니티센터 주소 : 22 Church Street, Burwood Car park via Fitzroy Street
연회장
수용 인원 :




극장 스타일 좌석시 : 최대 50 명
테이블 / 의자 착석시: 최대 30 명
그룹 운동 교실 : 최대 20 명

기타 세부사항 :








1 층에 위치한 대형룸
장애인 편의시설은 1 층으로 제한
이용가능한 화장실
의자, 테이블 및 화이트 보드
주방 시설 이용 가능
히터 및 스탠드형 선풍기
피아노와 의자

위원회 룸 :





최대 5 명 수용에 적합한 작은 거실
의자 및 테이블
주방 시설 이용 가능
히터 및 선풍기

그룹용 룸 1
수용 인원 :
 극장 스타일 착석시 : 최대 20~25 명
 테이블 / 의자 착석시 : 최대 12 명
 그룹 운동 교실 : 최대 10 명
기타 세부사항 :
 1 층에 위치한 중형 룸
 장애인 편의시설은 1 층으로 제한
 이용가능한 화장실
 의자 및 테이블
 주방 시설 이용 가능
 히터 및 선풍기
 TV 와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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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용 룸 2
수용 인원 :
 극장 스타일 착석시: 최대 20~25 명
 테이블과 의자로 착석 : 최대 12 명
 그룹 운동 교실 : 최대 10 명
기타 세부사항 :






2 층에 위치한 중간 크기의 룸
의자 및 테이블
주방 시설 이용 가능
히터 및 선풍기
TV, VCR, DVD 및 오버헤드 프로젝터

회의실
수용 인원 :




좌석 극장 스타일 : 최대 50 명
테이블 / 의자 착석시: 최대 30 명
그룹 운동 교실 : 최대 20 명

기타 세부사항 :






2 층에 위치한 대형룸
의자, 테이블 및 화이트 보드
주방 시설 이용 가능
히터 및 선풍기
피아노와 의자

Burwood 공원 커뮤니티 센터 주소 : 2A Comer Street, Burwood
수용 인원 :




극장 스타일 착석시 : 최대 50 명
테이블 / 의자 착석시: 최대 30 명
그룹 운동 교실 : 최대 20 명

기타 세부사항 :
 장애인 편리시설
 이용가능한 화장실
 의자 및 테이블
 전자 렌지와 냉장고
 히터 및 천장 선풍기
커뮤니티 버스
Burwood 카운슬은 휠체어 수용장치가 있는 11 인승 미니 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urwood LGA 에 있는 지역사회 그룹 , 학교 또는 비영리 단체들은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말에 대여가능하며 이용료는 1 킬로미터 당 $ 1.60 입니다. 이용료는 매
회계년도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버스 대여를 원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9911 9911 번으로 Burwood 카운슬
지역사회 담당관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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