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릴리 쳉 (Lily Cheng)은 믿을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

입니다. 그녀는 North York Moms를 시작으로, 현재 8,000
명의 회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그룹과 지역

사회 안에서 아이와 어르신의 연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을 위한 후원, 지역 난민 후원 활동,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

에게 지속적인 자원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과 응원의 등대가 되
어주었습니다." 
-Nikki Lamb Tudico, Local Resident and Business Owner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녀의 비전에

대해 항상 인상 깊었고, North York에 있는 인상

적인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그녀의 성과 또한 감
명 깊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Lily의 열
정, 비전, 그리고 사랑은 바로 이 도시와 시민들

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Warren & Patricia Mathias, President of     
 Parent Council - St. Paschal Baylon

 
입증 된 지역 사회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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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커뮤니티를  창설한다  Willowdale 의  발전하기  위해  언
어와  문화를  초월한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 .  그래야  이웃들도

알고  안전성도  향상  시키고  도전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
다 .  

L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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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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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647-947-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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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토론토 벤 차량돌진 사건 발생후에 We
Love Willowdale을 공동 창립했다

North York Moms (8000명 회원) 창립

자 
공사 중의 Yonge-Sheppard Family
Resource Centre 를 주창했다  
사회에 대한 기여로 Willowdale 150
Commemorative Medal을 받았다  
The Peoples Church의 전 커뮤니티 교
류부 부장  

하이라이트

리더  
옹호자  
창설자  

긴밀한  커뮤니티를   
창설한다

가족을  위한  W I L L O W D A L E

학교를  개선하고  확장  될  수  있도록  옹호해서  아이들은  주변  학교

에  갈  수  있다

증가하는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이집 ,  주민센터  프로

그램 ,  노령자  서비스  하고  녹지공간을  증가한다  
분수지가  있는  공원에서  욕실을  설치한다  

모두를  위한  교통

Fairview Mall까지  가는  Relief Line 하고  Yonge Extension를  옹호

한다   
보행자 ,  자전거  이용자와  운전자들  위해  안전한  거리를  만든다

좋은  도로  설계로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거주  공간에  도로  안전  정비를  설치한다    

사회  안전

디지털  이웃  감시  프로그램을  건립한다

매월  이웃  범죄  보고한다

자원을  부족한  청년의  교육과  취업  기회를  위해  지지를  강화한다  

성공한  비즈니스

Willowdale Business Improvement Association (윌로우데일  비즈

니스  개선  협회)  을  건립한다  
기업  허브를  만들고  Willowdale을  숙련공이  있는  혁신의  장소로  브랜

딩한다

주민들이  이웃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고용주를  Willowdale으로  끌어들

인다    

미래  계획

커뮤니티  주도형  계획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Reimagine Yonge을  다시  계획한다 :  안전과  공공  장소를  극대화하

면서  현존의  교통의  영향  최소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