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가 다음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영어 배우기
• 구직
• 캐나다 생활 적응
• 가족 지원
• 통역 및 번역

캐나다에 
새로 오셨나요?

40여 년간 새 이주자들의 온전한 캐나다 사회 참여를 위한 역량 고양

모자익은 비영리 단체로 밴쿠버, 
버나비, 노스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세 도시(코퀴틀람, 포트 코퀴틀람, 포트 
무디), 리치먼드, 써리, 랭리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1976년 이래 모자익은 새 이주자들의 캐나다 정착 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보강하는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일부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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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비전: 새 이주자들의 캐나다 사회에서의 온전한 
참여를 위한 역량 고양

우리의 사명: 모자익은 이민자와 난민의 의미 있는 캐나다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 사회 구축 
및 옹호 활동에 전념한다.

우리의 가치관은 고객, 후원 단체, 지역 사회 제휴 단체, 
직원, 자원봉사자 간 관계 형성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 탁월성
• 혁신
• 포용
• 헌신
• 진실성

mosaicbc.org @mosaicbc



사내 교육 훈련

모자익 워크스(MOSAIC Works) 

모자익 워크스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직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체와 기업에 맞춤형 사내 소통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은 특정 필요와 
목적에 맞춘 실습 워크숍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합니다.



사내 교육 훈련

문화 이해 교육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행동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다양한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는 인력이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메일: mosaicworks@mosaicbc.org

모자익 영어 학원
성인 학습을 전공한 경험 많은 전문 강사진이 가르칩니다! 고객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교육하거나 수강생이 밴쿠버 센터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오후반 또는 
저녁반이 있습니다. 저렴한 수강료: 6주 과정 $240부터(교재 포함). 
이메일: meli@mosaicbc.org 또는 전화 604-298-8201
312- 2555 Commercial Drive, Vancouver, BC, V5N 4C1

사업체의 필요를 상담하고 맞춤형 계획과 예상 비용을 알아보시려면 
연락하십시오.



통역 및 번역 서비스

mosaicbc-lsp.org

통역 서비스
2nd floor, 1522 Commercial Dr.
Vancouver, BC V5L 3Y2
전화: 604 254 8022
팩스: 604 254 4606
이메일: interpretationservices@mosaicbc.org

번역 서비스
2nd floor, 1522 Commercial Dr.
Vancouver, BC V5L 3Y2
전화: 604 254 0469
팩스: 604 254 2321
이메일: commercial@mosaicbc.org



통역 및 번역 서비스

통역

공인 전문 통역사들이 양질의 
효과적인 통역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요금으로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

• 면담, 조사, 법원 절차, 개시 절차 
신문, 재판소, 노사 중재, 의료 및 
정신과 평가, 치료 등을 50여 언어로 
순차 통역

• 모든 주요 언어로 동시 통역
• 문장 구역(sight translation)
• 현장에서 직접 또는 화상 
전화/비디오로 서비스 제공

 

번역

서류를 전문적으로 번역하고 인쇄 
및/또는 웹 게재용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 모자익은 다음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요금으로 제공합니다.

• 언어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번역
• 70여 언어와 40여 문자로 서류 번역
• 일반 번역과 화급 번역 서비스
• 여러 언어로 조판
• 일반 윈도 및 맥 탁상 출판 응용 
프로그램으로 포맷 설정

• 원어 자료를 문화적 뉘앙스와 
표현에 특히 주의하며 번역

• 무료 견적



가족, 자녀 및 청소년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메일: childfamily@mosaicbc.org
                                     mosaicbc.org/services/family-children-youth

자녀와 가족을 위한 새 이주자 센터(버나비)
이 센터에서는 자녀에게 다양한 활동과 미술, 공예, 통합적 건강 검사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정보 설명회와 산전 진료 클리닉 및 유아기, 자녀 
양육, 건강, 영양 등 일반적 주제를 다루는 토의 모임을 제공합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영어 실력 향상도 권장합니다.

위치
7009 Kingsway Burnaby, BC V5E 1E5 
전화: 604 636 0120
팩스: 604 636 0123



가족, 자녀 및 청소년

빌딩 블록스 밴쿠버(Building 
Blocks Vancouver)
고객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로, 밴쿠버 
코스탈 헬스(Vancouver Coastal 
Health) 및 아동 가족 
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와 협력하여 
신생아~만 5세 자녀를 둔 새내기 
부모들에게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표준 중국어, 광둥어, 
힌디어, 펀자브어, 우르두어, 
타갈로그어, 타밀어로 제공됩니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Family 
Support Programs, CAPC)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이민 및 난민 
가족을 위한 무료 자녀 양육 지원 
그룹입니다. 현재 영어, 한국어, 
소말리어, 베트남어로 진행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장소에서 연간 3회 제공됩니다.

청소년 대중극(NuYu Popular 
Theatre)
새로 이주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으로 무대의 장면이나 
연극을 만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극 활동은 난제를 바라보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객과 청소년 배우들 간의 대화를 
북돋웁니다. 모임 장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1720 Grant St., 2nd floor 
Vancouver, BC V5L 2Y7 
전화: 604 254 9626
팩스: 604 254 3932



영어 학습

밴쿠버 지역
모자익 영어 센터
301–2730 Commercial Dr. 
Vancouver, BC V5N 5P4 
전화: 604 684 8825
팩스: 604 684 8859

206–2555 Commercial Dr. 
Vancouver, BC V5N 4C1 
전화: 604 708 3905

노스 밴쿠버 지역
노스 쇼어 영어 센터
205–123 E 15th St.
North Vancouver, BC V7L 2P7 
전화: 604 998 1065
팩스: 604 988 2960

버나비 지역
브렌트우드 학습 센터
101–1899 Willingdon Ave. 
Burnaby, BC V5C 5R3 
전화: 604 298 8201
팩스: 604 298 8272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메일: linc@mosaicbc.org
mosaicbc.org/services/learning-english



영어 학습

LINC 영어 학습
이 영어반은 영어 및/또는 모국어로 
글을 쓸 줄 모르는 분들의 읽기와 
쓰기 실력 향상에 집중합니다. 
강사들이 소규모 학급을 지도합니다.

LINC 1~7
LINC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실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며, 
알아두셔야 할 캐나다 생활과 문화 
정보를 배웁니다.

모자익의 모든 영어 센터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장 영어
캐나다 직장 문화를 배우고 영어 
실력을 증진하십시오. 이 과정은 
강의실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LINC와 직장 영어(English for Work) 
수강을 원하는 분은 반드시 먼저 평가 
센터(208–2525 Commercial Dr., 
Vancouver)로 가시거나 
604 876 5756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언어 기준 배치 시험 서비스
캐나다 언어 기준(Canadian 
Language Benchmarks)은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전국 표준 
시스템입니다. 모자익은 캐나다 언어 
기준 배치 시험으로 공인 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자익 영어 학원
밴쿠버 학원에서 성인 학습을 전공한 
경험 많은 전문 강사진이 가르칩니다. 
오후반 또는 저녁반이 있습니다. 
저렴한 수강료 – 6주 과정 $240
부터(교재 포함). 
이메일: meli@mosaicbc.org 또는 
전화 604 298 8201

지역 사회 영어 회화 동아리
노인, 임시 외국인 근로자 등 LINC 
수강 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메트로 
밴쿠버에서 지역 사회 영어 회화 
동아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604 254 9626으로 
문의하십시오.



상담 서비스

베트남어권 개인 및 가족 상담
베트남어권자들을 위한 상담 
지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생활 전이, 심리적 
문제, 고통과 상실, 문화 적응과 
역경, 재정난, 실업, 저소득 등.

아버지 그룹(Connecting Fathers)
밴쿠버 지역의 이민자와 난민 
가정의 아버지, 아버지가 될 사람,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매주 그룹 모임을 통해 아버지로서 
겪는 어려움과 보람을 알아보며, 
아버지가 자녀(들)의 발달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상담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모자익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성 평등을 주창하고 성년 및 미성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여성의 지위 
캐나다(Status of Women 
Canada)는 모자익에 자금을 
지원하여 메트로 밴쿠버 전역에서 
여성들이 참여할 
3년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수 인종 공동체 안에서 성 
평등을 촉진할 계획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모든 상담 서비스는 밴쿠버에 있는 
다음 장소를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1720 Grant St., 2nd floor 
Vancouver, BC V5L 2Y7 
전화: 604 254 9626
팩스: 604 254 3932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메일: specializedservices@mosaicbc.org
mosaicbc.org/services/counselling 



상담 서비스

폭력 중단 프로그램과 다문화 
아웃리치 서비스
가정 폭력 또는 연인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학대를 겪고 있는 
여성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개별 및 
그룹 상담 서비스. 변호, 예방,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더불어 지역 
사회 연결을 통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여성을 
도우며 지원합니다.

다문화 피해자 지원 서비스
밴쿠버 내 다양한 종류의 범죄 
피해자가 된 남녀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지역 사회 중심의 
전문화된 무료 서비스. 범죄와 
정신적 외상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법률 정보와 법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변화하는 남성(Men in Change)
배우자에게 가정 폭력 행위를 위협, 
시도 또는 행사한 적이 있거나 그런 
행동을 할 위험이 있는 남성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역할 부여를 통한 청소년과 청년 
선도(Redirecting Youth Through 
Empowerment, RYTE)
만 14~24세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무료 
서비스에는 반사회 활동에 
연루되어 있거나 반사회 행동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지원, 지역 사회 
아웃리치, 교육 및 그룹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자 임상 상담
다문화 가정 출신자로서 스트레스, 
고통과 상실, 우울증, 불안, 캐나다 
사회에 합류하면서 직면하는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학대와 
정신적 외상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상 상담을 
해드립니다. 서비스는 공인 
심리사가 감독하는 석사 또는 박사 
과정 학생들이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나 커플에게 제공합니다.



취업 서비스

도착 전 온라인 정착 
서비스(Settlement Online 
Pre-Arrival, SOPA)
구직 방법과 소프트 스킬 워크숍을 
다섯 개의 온라인 과정으로 출국 전 
캐나다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민자는 캐나다에 
오기 전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여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찾고 지속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 상담 직원과 강사는 이민자가 
원하는 주의 중요 취업 정보와 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숙련 이민자 알선(Skills Connect for 
Immigrants)
중급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데 
일자리가 없거나 능력 이하의 
충분하지 않은 일을 하는 모든 새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개별 
맞춤 진로 상담과 진로 계획 및 실력 
향상(과정 수강, 면허와 자격증 취득 
수수료, 언어 실력과 구직 기술 증진 
등)을 위한 재정 지원도 일부 
제공합니다.

취업에 이르는 길(Pathways to 
Employment)
메트로 밴쿠버에 정착한 EI 수혜 자격이 
없는 이민자와 난민에게 취업 준비 
워크숍, 기술 중심 훈련, 실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매업이나 
사무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새 
이민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직장 연결 멘토링(Workplace 
Connections Mentoring)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현지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전문직 이민자를 
연결해 드립니다. 업계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구직 활동에 관하여 최장 
3개월간 개별 맞춤 조언을 해드립니다. 
새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직장 문화를 
배우고, 전문직 인맥을 형성하며, 셀프 
마케팅 기술을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소액 대출
수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자신의 
실력이나 전문 자격을 
향상하고/하거나 기술직 또는 전문직 
진출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 구매에 
도움이 되는 대출을 제공합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훈련 취업 프로그램(Refugee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 RTEP) 
난민에게 제조업 부문의 직업 훈련과 
취업을 보장하는 정부 후원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난민은 캐나다 
직장의 의사소통, 보건과 안전, 취업 
준비, 특정 제조업 기술 등을 배웁니다.



취업 서비스

밴쿠버 노스이스트 취업 서비스 
센터(Vancouver Northeast 
Employment Services Centre)
컴퓨터, 구직 게시판, 복사기, 팩스기, 
구직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인 정보 
센터로, 수혜 자격이 있는 모든 BC 
거주자에게 구직 및 진로 계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혜 자격이 있는 분들은 개별 구직 지원, 
그룹 워크숍, 외국 자격증 평가, 보조금 
지급 교육, 자영업 교육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익에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employmentworks.ca를 보시면 됩니다.

밴쿠버 지역 프로그램
직장 연결 멘토링
1720 Grant St., 2nd floor 
Vancouver, BC V5L 2Y7 
전화: 604 254 9626
팩스: 604 254 3932

호프 투 워크
소액 대출
숙련 이민자 알선
1522 Commercial Dr., 2nd floor 
Vancouver, BC V5L 3Y2 
전화: 604 254 0244
팩스: 604 254 3932

밴쿠버 노스이스트 취업 서비스 센터
312–2555 Commercial Dr. 
Vancouver, BC V5N 4C1 
전화: 604 708 9300
팩스: 604 708 9314

버나비 지역 프로그램
취업에 이르는 길
숙련 이민자 알선
직장 연결 멘토링
5902 Kingsway 
Burnaby, BC V5J 1H2 
전화: 604 438 8214
팩스: 604 438 8260

써리 지역 프로그램
도착 전 온라인 정착 서비스(SOPA)
난민 훈련 취업 프로그램(RTEP)
200A-7134 King George Blvd. 
Surrey, B.C. V3W 5A3 P
전화: 778 591 9334
팩스: 778 591 9390

호프 투 워크(Hope to Work)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방법을 
계획하도록 돕는 2주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인원은 
연구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구직 방법을 
개선하고,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용주를 만납니다. 호프 투 워크는 
캐나다에서 10년 이하 산 난민에게 
적합하며 현재 WorkBC 센터의 
케이스 매니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메일: employmentprograms@mosaicbc.org
                                                    mosaicbc.org/services/employment



정착 서비스정착 서비스 – 제공 장소

정착 통합 프로그램(Settlement 
and Integration Program, SIP)
일대일 정보 제공 및 연결 서비스와 
더불어 영주권, 시민권, 정부 혜택, 
교육, 주택, 교통, 의료, 경제 생활, 
기본 취업, 보육 혜택, MSP, 소득세, 
중요 서류 등에 관한 그룹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지원 그룹으로는 회화 
동아리, 엄마 동아리, 청소년 클럽 
등이 있습니다. 집중 지원이 더 
필요한 새 이주자는 ‘생활 진로 
안내’(Guided Pathways) 사례 관리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서비스는 
영어, 한국어, 아랍어, 아자리어, 
광둥어, 이란어, 프랑스어, 키룬디어, 
키냐르완다어, 쿠르드어, 표준 
중국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타갈로그어 등으로 제공됩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귀화 시민, 
학생을 위한 IM.POWER.ED
참여자는 ESL 무예약 방문 교육, 
정착 정보, 노동 시장 정보,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워크숍, 지원 그룹 등에 참석할 수 
있고 지역 사회 연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내 정착 담당자(Settlement 
Workers in Schools)
뉴웨스트민스터 제40학군으로 새로 
이주해 온 학생과 가족이 캐나다 
생활과 교육 제도에 적응하도록 
지원합니다. 무료 워크숍, 일대일 
서비스, 청소년 리더십 훈련, 
자원봉사 기회, 멘토링, 지원 그룹 
등이 있습니다.

밴쿠버 지역 프로그램
문화 연결 사회성 멘토링
임시 외국인 근로자, 학생, 귀화 
시민을 위한 IM.POWER.ED
법적 대변
난민 정착 지원 프로젝트
정착 통합 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
1720 Grant St., 2nd floor 
Vancouver, BC V5L 2Y7 
전화: 604 254 9626
팩스: 604 254 3932

버나비 지역 프로그램
아이 빌롱(I Belong)
임시 외국인 근로자, 학생, 귀화 
시민을 위한 IM.POWER.ED
노인 프로그램
정착 통합 프로그램
5902 Kingsway 
Burnaby, BC V5J 1H2 
전화: 604 438 8214
팩스: 604 438 8260

임시 외국인 근로자, 학생, 귀화 
시민을 위한 IM.POWER.ED
노인 프로그램
정착 통합 프로그램
2055 Rosser Ave. 
Burnaby, BC V5C 0H1 
전화: 604 292 3908

정착 통합 프로그램
Crystal Mall, 2nd floor 
4533 Kingsborough 
Burnaby, BC V5H 4V3 
전화: 604 877 8606

무빙 어헤드(Moving Ahead)
310–7155 Kingsway 
Burnaby, BC V5E 2V1 
전화: 604 636 4712
팩스: 604 636 4743

뉴웨스트민스터 지역 프로그램
정착 통합 프로그램
교내 정착 담당자
제40학군(뉴웨스트민스터)*519 7th 
St., 2nd floor
New Westminster, BC V3M 6A7 
전화: 604 522 3722
*및 지정일에 모든 학교에서 제공

써리 지역 프로그램
인도-캐나다 도착 전 정착 서비스
정착 통합 프로그램
난민 가족을 위한 써리 프로젝트
200A-7134 King George Blvd. 
Surrey, BC V3W 5A3 
전화: 778 591 9334
팩스: 778 591 9390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메일: settlement@mosaicbc.org
 mosaicbc.org/services/settlement



정착 서비스 정착 서비스 

난민 정착 지원 프로젝트
개인 후원자 및 개인 후원을 받는 
난민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원합니다. 제공 서비스로는 난민 
후원 신청서 작성 돕기, BC 주에 
친척이 있는 난민과 후원자를 
연결해주기, 공항에서 난민 
영접하기, 난민에게 오리엔테이션 
제공하기, 개인 후원자와 난민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킹 모임 조직하기, 난민에게 
지역 사회 서비스를 소개하기 등이 
있습니다.

노인 프로그램
이민자와 난민인 만 55세 이상 
참여자를 위한 이 프로그램은 정보 
습득, 사회적 관계 형성, 시민 참여 
활동 능력을 길러줍니다. 노인 연금, 
정부 혜택, 의료, 주택, 영주권, 
시민권, 건강, 품위 있는 노년 생활 
등의 영역에서 일대일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워크숍, 
설명회, 지역 명소 방문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영어
회화반, 서예, 태극권, 미술과 공예,
사진, 스마트폰/컴퓨터 교육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무빙 어헤드(Moving Ahead)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다양한 장벽에 
직면한 새 이주자들을 집중 사례 
관리 지원, 아웃리치와 동행,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소개 및 연결, 
생활 기술 개발 및 실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돕습니다. 난민과 이민 
청소년 및 청년(만 16~28세)을 위한 
별도의 맞춤 프로그램이 무빙 어헤드 
프리러닝(Moving Ahead 
FreeRunning)의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청소년/청년 이민자들의 
관심사에 맞는 워크숍을 제공하며, 
문화 행사와 즐거운 활동으로 우정을 
나눕니다.

지역 사회 아웃리치 지원 그룹
새 이주자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대화하고, 요리하며, 새 프로그램과 
정보를 배우고, 모자익 지점과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룹마다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므로 새 이주자는 친구를 
사귀고, 경험을 나누며, 지역 사회 
정보를 얻고, 캐나다 문화와 밴쿠버 
지역 사회를 배우며, 자신감을 
기릅니다.

법적 대변
저소득 이민자와 난민에게 이민법과 
빈곤법에 관한 정보, 요약 상담 소개,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 연결 사회성 멘토링(Culture 
Connections Social Mentoring)
자원봉사자 멘토와 연결되어 주 1회
2시간씩 만나 영어 실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활동을 해보고, 캐나다 생활과 
문화를 배웁니다.

인도-캐나다 도착 전 정착 
서비스(India2Canada Pre-Arrival 
Services)
영주권 승인을 받고 아직 인도에 
거주하는 이민 신청자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도착 전 안내와 
오리엔테이션, 멘토링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나라인 
캐나다로 이주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할 때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난민 가족을 위한 써리 프로젝트
난민 가족에게 정착, 취업,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고객은 센터를 방문하여 영어를 
배우고, 구직 관련 정보를 찾으며, 
캐나다 직장 문화와 고용 기준, 
권리와 책임을 배웁니다. 또한, 
캐나다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워크숍을 알아보고, 정부와 기타 
기관에서 보낸 서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며,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얻고, 
기타 정착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정착 서비스 정착 서비스 

난민 정착 지원 프로젝트
개인 후원자 및 개인 후원을 받는 
난민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원합니다. 제공 서비스로는 난민 
후원 신청서 작성 돕기, BC 주에 
친척이 있는 난민과 후원자를 
연결해주기, 공항에서 난민 
영접하기, 난민에게 오리엔테이션 
제공하기, 개인 후원자와 난민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킹 모임 조직하기, 난민에게 
지역 사회 서비스를 소개하기 등이 
있습니다.

노인 프로그램
이민자와 난민인 만 55세 이상 
참여자를 위한 이 프로그램은 정보 
습득, 사회적 관계 형성, 시민 참여 
활동 능력을 길러줍니다. 노인 연금, 
정부 혜택, 의료, 주택, 영주권, 
시민권, 건강, 품위 있는 노년 생활 
등의 영역에서 일대일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워크숍, 
설명회, 지역 명소 방문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영어
회화반, 서예, 태극권, 미술과 공예,
사진, 스마트폰/컴퓨터 교육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무빙 어헤드(Moving Ahead)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다양한 장벽에 
직면한 새 이주자들을 집중 사례 
관리 지원, 아웃리치와 동행,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소개 및 연결, 
생활 기술 개발 및 실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돕습니다. 난민과 이민 
청소년 및 청년(만 16~28세)을 위한 
별도의 맞춤 프로그램이 무빙 어헤드 
프리러닝(Moving Ahead 
FreeRunning)의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청소년/청년 이민자들의 
관심사에 맞는 워크숍을 제공하며, 
문화 행사와 즐거운 활동으로 우정을 
나눕니다.

지역 사회 아웃리치 지원 그룹
새 이주자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대화하고, 요리하며, 새 프로그램과 
정보를 배우고, 모자익 지점과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룹마다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므로 새 이주자는 친구를 
사귀고, 경험을 나누며, 지역 사회 
정보를 얻고, 캐나다 문화와 밴쿠버 
지역 사회를 배우며, 자신감을 
기릅니다.

법적 대변
저소득 이민자와 난민에게 이민법과 
빈곤법에 관한 정보, 요약 상담 소개,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 연결 사회성 멘토링(Culture 
Connections Social Mentoring)
자원봉사자 멘토와 연결되어 주 1회 
2시간씩 만나 영어 실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활동을 해보고, 캐나다 생활과 
문화를 배웁니다.

인도-캐나다 도착 전 정착 
서비스(India2Canada Pre-Arrival 
Services)
영주권 승인을 받고 아직 인도에 
거주하는 이민 신청자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도착 전 안내와 
오리엔테이션, 멘토링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나라인 
캐나다로 이주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할 때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난민 가족을 위한 써리 프로젝트
난민 가족에게 정착, 취업,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고객은 센터를 방문하여 영어를 
배우고, 구직 관련 정보를 찾으며, 
캐나다 직장 문화와 고용 기준, 
권리와 책임을 배웁니다. 또한, 
캐나다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워크숍을 알아보고, 정부와 기타 
기관에서 보낸 서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며,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얻고, 
기타 정착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정착 서비스정착 서비스 – 제공 장소

정착 통합 프로그램(Settlement 
and Integration Program, SIP)
일대일 정보 제공 및 연결 서비스와 
더불어 영주권, 시민권, 정부 혜택, 
교육, 주택, 교통, 의료, 경제 생활, 
기본 취업, 보육 혜택, MSP, 소득세, 
중요 서류 등에 관한 그룹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지원 그룹으로는 회화 
동아리, 엄마 동아리, 청소년 클럽 
등이 있습니다. 집중 지원이 더 
필요한 새 이주자는 ‘생활 진로 
안내’(Guided Pathways) 사례 관리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서비스는 
영어, 한국어, 아랍어, 아자리어, 
광둥어, 이란어, 프랑스어, 키룬디어, 
키냐르완다어, 쿠르드어, 표준 
중국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타갈로그어 등으로 제공됩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귀화 시민, 
학생을 위한 IM.POWER.ED
참여자는 ESL 무예약 방문 교육, 
정착 정보, 노동 시장 정보,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워크숍, 지원 그룹 등에 참석할 수 
있고 지역 사회 연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내 정착 담당자(Settlement 
Workers in Schools)
뉴웨스트민스터 제40학군으로 새로 
이주해 온 학생과 가족이 캐나다 
생활과 교육 제도에 적응하도록 
지원합니다. 무료 워크숍, 일대일 
서비스, 청소년 리더십 훈련, 
자원봉사 기회, 멘토링, 지원 그룹 
등이 있습니다.

밴쿠버 지역 프로그램
문화 연결 사회성 멘토링
임시 외국인 근로자, 학생, 귀화 
시민을 위한 IM.POWER.ED
법적 대변
난민 정착 지원 프로젝트
정착 통합 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
1720 Grant St., 2nd floor 
Vancouver, BC V5L 2Y7 
전화: 604 254 9626
팩스: 604 254 3932

버나비 지역 프로그램
아이 빌롱(I Belong)
임시 외국인 근로자, 학생, 귀화 
시민을 위한 IM.POWER.ED
노인 프로그램
정착 통합 프로그램
5902 Kingsway 
Burnaby, BC V5J 1H2 
전화: 604 438 8214
팩스: 604 438 8260

임시 외국인 근로자, 학생, 귀화 
시민을 위한 IM.POWER.ED
노인 프로그램
정착 통합 프로그램
2055 Rosser Ave. 
Burnaby, BC V5C 0H1 
전화: 604 292 3908

정착 통합 프로그램
Crystal Mall, 2nd floor 
4533 Kingsborough 
Burnaby, BC V5H 4V3 
전화: 604 877 8606

무빙 어헤드(Moving Ahead)
310–7155 Kingsway 
Burnaby, BC V5E 2V1 
전화: 604 636 4712
팩스: 604 636 4743

뉴웨스트민스터 지역 프로그램
정착 통합 프로그램
교내 정착 담당자
제40학군(뉴웨스트민스터)*519 7th 
St., 2nd floor
New Westminster, BC V3M 6A7 
전화: 604 522 3722
*및 지정일에 모든 학교에서 제공

써리 지역 프로그램
인도-캐나다 도착 전 정착 서비스
정착 통합 프로그램
난민 가족을 위한 써리 프로젝트
200A-7134 King George Blvd. 
Surrey, BC V3W 5A3 
전화: 778 591 9334
팩스: 778 591 9390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메일: settlement@mosaicbc.org
 mosaicbc.org/services/settlement



저희가 다음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영어 배우기
• 구직
• 캐나다 생활 적응
• 가족 지원
• 통역 및 번역

캐나다에 
새로 오셨나요?

40여 년간 새 이주자들의 온전한 캐나다 사회 참여를 위한 역량 고양

모자익은 비영리 단체로 밴쿠버, 
버나비, 노스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세 도시(코퀴틀람, 포트 코퀴틀람, 포트 
무디), 리치먼드, 써리, 랭리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1976년 이래 모자익은 새 이주자들의 캐나다 정착 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보강하는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일부 재정 지원 

© MOSAIC Vancouver, Oc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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