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단체는 방지, 교육 및 중재를 

통해 가정 폭력을 끝내는 것을 목

표로 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자선 단체  

 1991년 9월에 설립  

 이중 언어/이중 문화적인 상담자가 

제공하는 무료, 비밀 보장, 문화적으

로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여성 중심

으로 서비스  

 교차 문화적 관점을 토대로 한 폭력 

방지 간행물 및 DVD  

 

 DVD 주문을 원하시면 604-

443-1025로 전

화주시거나 이메일을 보

저희는 기부금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부금은 저희가 보조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

니다. 
 

기부하시려면 www.CanadaHelps.org

를 방문하거나 수표를 우편으로 보

내주십시오.  

저희 기 관의 후

원자  

 

 

Vancouver & Lower Mainl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Society 

 
 

1991년부터 메트로 밴쿠버에

서 가정 폭력을 경험 한 이

민자, 난민, 소수 민족, 비 신

분 체류 여성 및 어린이를 

위해 봉사합니다.  

 
연락처  

5000 Kingsway Plaza Phase III 

Suite 306-4980 Kingsway 

Burnaby, BC V5H 4K7 

Phone: 604 436-1025 

Fax: 604-436-3267 

E-mail: againstviolence@vlmfss.ca 

www.vlmfss.ca 



  

 어린이 프로그램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을 위한 개별 및 그룹 상담 

 어머니를 위한 지원  

 부모/자녀 조정  

 두 문화적인 양육 지원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폭력 방지 프레젠테이션  
 

지역 사회 기반의 피해자 서비스 

 사법 제도를 접하기위한 정보 및 지원  

 법원 출석 준비 및 동행  

 변호사/검사와의 연락  

 과정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감정적 지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조정 가능한 시간, 사무 기술 및 사무 지원에 대한 

기본 연수  

 자기 계발 및 더 많은 것에 관한 교육적인 무료 

워크샵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 (일년에 한번)  

 저희는 칼리지 또는 대학교 기관의 실습 학생들과 

고등학교 취업 경험 학생들을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감독 교육 기관과 연락 

교육 및 상의 

 전문가 및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적 민감성 및 폭

력 방지 프레젠테이션 

 민족 특정 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Mother and Child, by Nora 

Patrich. 

저희 기관의 서비스 
 
 

다문화 공익 사업/ 

폭력의 중단 
Multicultural Outreach/Stopping the Violence 

 사무실 방문 및 전화로 개별상담, 

변호 및 지원 

 모든 형태의 학대와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그룹 상담과 지원  

 위기 중재 및 알맞은 도움을 추천  

Languages: 
 

 

Hindi, Punjabi, Gujarati, Urdu,    
Vietnamese, Mandarin,             

Cantonese, 한국어 , Tagalog,      

Japanese, Persian, Arabic, Polish, 
Russian, Czech. Slovakian,  
Spanish, Italian, Telugu and many 
more…. 

저희는 다음으로부터 추천

을 받습니다:  

 
 

 개인 및 지역 사회 구성원  

 임시/안전 쉼터  

 주 정부 부처 (Ministry of Chil-

dren and Family Development) 

 지역 사회 및 이민자 봉사 기관  

 학교  

 병원 및 의사  

 다른 기관, 정부 부처 및 기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경찰, RCMP 및 법적/사법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