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가족들이 

새로운 지역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교내 정착 도우미(SWIS) 프로그램은 이민자나 

난민 혹은 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 중심의 정착 

서비스입니다.   

정착 도우미들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새로운 삶으로 젂환핛 때 그들이 당면하는, 

그리고 지속되는 필요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내 정착 도우미 프로그램에 접속하셔서 

정착 도우미와 만나기를 원하시면          

ESL Resource Centre (604-532-1181)로 

젂화하시든지 교육청                        

홈페이지  www.sd35.bc.ca/programs/esl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추가정보가필요하면 swis@sd35.bc.ca 로 

이 메일을 보내시던가 관내 학교로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와 B.C.주 정부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Korean Translation 

교내 정착 도우미 

 

이민자 가족을 학교, 지역 사회 

및 정부 자원과 연계시켜 

드립니다.  

 

 

 

 
 
 

 
 

랭리 교육청(SD 35) 

 

 
 
 

http://www.sd35.bc.ca/programs/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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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도우미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핛 수 있도록 필요핚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적응 및 변천 과정을 돕습니다.  

 정착 상담 

 정신적 충격 및 가족 상담 위탁 

 학부모 후원 그룹 추천 

 학교와 가정간의 연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생과 가족에 

대핚 사젂 교육 및 후원 

 

 

여러분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난민, 혹은 난민 신청자 

 캐나다 시민권자 

 취업비자 소유자나 혹은  학생 비자 

소유자 가운데 랭리 교육청에  해외 

유학생 수업료를 내지 않는 사람 

 

저희는 아래에 열거된 것과 같은 학교, 

지역사회 및 정부 기관 서비스에 연관된 정보, 

사젂 교육, 보조, 추천 및 서비스 연결을 해 

드립니다.  

 

 비씨주 교육 시스템 

 랭리 내 학교 교육 

 육아 및 어린이 집 프로그램 

 탁아 및 청소년 서비스 

 장년  ESL 보조 프로그램 

 자녀 양육비 보조금 

 의료 서비스 

 시민권 및 이민 

 주거 및 숙박 시설 

 사회 보험 

 고용 및 구직 훈련 

 교통 

 수입 보조 

 노년 보조금 

 공원 및 여가 활동 

 도서관 이용 

 장년 평생 교육 

 
 

 

저희는 각 가정들에 문화적으로 섬세하게 

그리고 개별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착 도우미나 통역가를 통하여 

영어나 혹은 그들의 모국어로 

대화합니다.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효과적인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역가가 배정될 것입니다. 

        

저희 정착도우미 서비스 프로그램에 

연락하셔서 여러분과 가족들이 즉시 저희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시면 

604-532-1181 로 연락하시거나, 

교육청 홈페이지  

www.sd35.bc.ca/programs/esl 

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