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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a parent can be tough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움과 지원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이 프로그램이 나에게
적합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
(Brighter Futures Program)은 여러분에
게 자녀들이 인생의 첫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원과 서
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프로그
램을 통해 가족 문제가 악화되는 것
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와 관련해서 DoCS (지역
사회 서비스부) Helpline에 접수된 보
고에 의하면 귀하의 가족은 본 프로
그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에
는 탁아 지원, 놀이집단, 가정 방문,
부모 모임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
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랍
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
은 다양한 상황에 처한 많은 가족들
을 지원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약물과 알코올 문제
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가정 폭력
문제에 시달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가족이나 친지들로부
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녀 양육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 양육 문제에 어떻게 대
처하고 있는지, 다른 어려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우리와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
은 여러분이 필요한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저는 혼자서 8세
이하의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도 없으
며, 상황 대처를 잘 못하고 아이
들에게 화풀이를 많이 하는 터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4시간씩 지원관이 가정
방문을 와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덕에 제 생활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이제
훨씬 행복하고, 저도 상황이 어려
울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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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과 지원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관은 해당 가족이 잘 하고 있는 점과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의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어떤 순서
로 해결하고 싶은지 지원관과 상의하
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러분의 가족에게 적합
한 서비스와 지원을 계획할 것입니다.

“

“

저는 쌤이 떼를
쓸 때 일부러 저를
화나게 만들려고
그런다고 항상 생각했고, 제가 쌤
을 다룬 방식에 대해 그리 자랑스
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녀 양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로 쌤의
행동이 정상적이란 것을 알았습니
다. 그 프로그램에서 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화를 내고 쌤에게
퍼붓기 보다는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

제 동거녀는
약물을 복용하곤
했고, 저는 일을
하러 갈 때 제 아이들을 그 사람에
게 맡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고, 제가 나쁜 부모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
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관이 우리가
가족으로서 가진 장점을 파악하고
탁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며 제 동거녀가 재활 지원을
받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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