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AIC 소개

연락처
빌딩 블록스 밴쿠버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MOSAIC에 604.254.9626으로 연락하여
코디네이터를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본인이
프로그램에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소개하셔도 됩니다.
의뢰 양식은 다음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
mosaicbc.org/services/family-children-youth/
building-blocks-vancouver/
이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는 다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MOSAIC은 1976년 이래 이민자와 새 이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이자 공인 자선
단체입니다. 현재 메트로 밴쿠버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새 이주자, 난민, 이민자, 임시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외에도 MOSAIC은
다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취업 프로그램 | 영어 센터 
통역 서비스 | 정착 프로그램
전문 서비스 | 번역 서비스

빌딩 블록스 밴쿠버
(Building Blocks Vancouver)

연락처 또는 제공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
www.mosaicbc.org 또는 전화 604.254.9626

@mosaicbc

이용 소감
“이 프로그램이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여러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게 됐기 때문이죠. 친정이
멀리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제공 서비스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싶어요. 그것도 무료였으니까요-돈을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프로그램이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 크리스틴 – MOSAIC 빌딩
블록스 밴쿠버 고객,
유아원에 다니는
네 살배기와 만 8개월 된
아기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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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간 새 이주자들의 온전한
캐나다 사회 참여를 위한 역량 고양

빌딩 블록스란?
MOSAIC의 빌딩 블록스 밴쿠버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조기 중재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약한 새내기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한 아동기 발달과 부모의 양육 능력
강화를 촉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부모에게는 MOSAIC의
“가정 방문원”이 배정되어 대략 1주에 1회 가정을
방문하여 질문과 우려 사항에 답하고 양육상의
조언을 해드립니다.

프로그램 소개
불안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새내기 부모는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소외될 때가 많으나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간호사, 사회 복지사,
프로그램 실무진으로 구성된 MOSAIC 팀이 댁으로
직접 찾아가
• 아기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모니터합니다
• 아기의 음식(모유 수유, 젖병 수유, 고형식)에
관한 질문에 답합니다
• 변기 사용 훈련 정보를 드립니다
• 아동 발달 단계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 건강식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 아이와 놀며 서로 소통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적절한 훈계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 자녀가 유아원(preschool)/유치원
(kindergarten)에 다닐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각 가정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방문 횟수를
결정합니다

자격 조건
빌딩 블록스는 새내기 부모만 돕습니다. 밴쿠버에
사는 부모로 첫 아이를 낳을 예정이거나 만
6개월 미만 아기가 있는 부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서비스는 이르게는 임신 3기 중에 또는
아기가 만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필요하다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계속되기도 합니다.
빌딩 블록스 밴쿠버는 밴쿠버에서 매달 평균
120 가정을 적극 돕고 있으며, 독특한 장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지원 가정 방문원
• 공공 보건 간호사
• 사회 복지 컨설턴트
•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서비스
제공 언어

빌딩 블록스 지원 서비스는 한국어, 영어, 광둥어, 힌디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우르두어, 스페인어, 펀자브어,
타밀어, 표준 중국어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604.254.9626으로 연락하여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