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About Care for Newcomer Children (CNC) / À propos du Programme de GENA- Korean/coréen - 11/17 
Funded b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Financé par :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자녀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숙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	  모든 직원들은 배경/범죄 기록 확인 조사를 
거쳤으며 응급 처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	  저희는 CNC 요건을 준수하며 건강 및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	  모든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잘 대우받도록 
하기 위한 행동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육체적 체벌이나 가혹한 비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독 소홀이나 태만도 
마찬가지입니다. 

•	  직원들은 아동이 해를 입었거나 혹은 
방치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을 해당 당국에 
보고할 직업상 의무와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행동 관리 지침 
또는 의심되는 아동 학대/방치 지침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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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CNC 프로그램은 캐나다에 이민 온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IRCC 기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언제든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엄청난 변화의 시기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귀하의 가족이 캐나다에 정착할 때 자녀들의 발전을 돕고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자녀가 환영을 받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규 이민자의 자녀 케어 (Care for NewComer  
ChildreN – CNC)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자녀가 CNC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학부모가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CNC 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그룹 내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이 
귀하의 고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규율, 음식, 언어, 교육 또는 
일과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직원들은 아이들의 관심사, 나이, 능력, 문화에 맞게 교육적인 
놀이 기반 학습 활동을 계획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다른 
아이들과 그룹 활동을 하고, 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귀하 자녀가 CNC 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귀하의 자녀가 CNC 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귀하와 협력할 것이지만, 처음에는 귀하의 자녀가 울거나, 
귀하에게 집착하거나, 다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면 
다음 서류 사본을 요청해 주십시오(CNC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공적 홀로서기에 대한 학부모 안내 – Welcome to 
CNC: A Parent’s Guide to Gradual Separations).

학부모와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CNC 직원과 안면을 익히고 자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면 우리가 자녀를 더욱 잘 
지원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irCC 기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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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알려야 할 정보:

•	  알레르기 또는 음식 제한 사항;
•	  질병 또는 자녀가 복용하고 있는 약(참고: 약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만 제공되니, 자녀가 
이를 소지하게 하거나 자녀의 가방에 남겨 두지 
마십시오);

•	  특별한 요구 사항이나 어려움.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알리면 유용할 수도 있는 정보:

•	  자녀의 낮잠 또는 식사 일정; 
•	  자녀의 관심사 및 좋아하는 음식;
•	  직원이 자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 
•	  가족과 형제에 관한 정보(또는 가족 사진 전달); 
•	  자녀를 돌보는 특별한 방식 및 CNC로부터 원하는 

사항.

기타 고려할 사항: 

•	  자녀의 안전을 위해, 서비스에 등록된 학부모만이 
자녀를 데려다주고 데려갈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출입 시 귀하는 항상 서명을 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에서 하게 될 활동과 날씨에 알맞는 

옷을 자녀에게 입혀주십시오. 만약 자녀에게 
옷을 어떻게 입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	  아이들이 등교를 일상화하고 또 학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규칙적으로 데려오셔야 합니다. 
자녀가 결석해야 하는 경우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	  자녀가 아플 경우 감염시키지 않도록 집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열이나 설사가 있는 어린이는 24시간 
동안 증상이 없어야 CNC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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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이민자 자녀의 케어 및 정착 지원

학부모를 위한 자료가 더 필요한 경우 다음 웹사이트 참조: 
www.cmascanada.ca

CNC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돌보미 이름:                                                                                        
Caregiver’s Name / Nom du dispensateur de soins

CNC 시간:                                                                                       
CNC Hours / Heures de garde d’enfant

신규 이민자의 자녀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irCC 기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용

예방 접종 필요 �         �
Immunization required / L’enfant doit avoir été vacciné

여기서 간식 제공 �         �
We provide snacks / Nous fournissons des collations

귀하 자녀의 점심/간식 가져오기 �         � 
Bring food for your child’s lunch/snack / Apportez le déjeuner/la collation de votre enfant

귀하가 점심시간에 자녀를 돌봄  �         �
You care for your child at lunch / Vous prenez soin de votre enfant au déjeuner

여기서 낮잠시간 있음 �         �
We have a naptime / Notre programme prévoit une sieste

예 
Yes / Oui

아니요 
Non / Non

예 
Yes / Oui

아니요  
Non / Non

갖고 놀던 장난감 가져오기 �         �
Bring a comfort toy / Apportez un jouet réconfortant

여분의 옷 가져오기 �         �
Bring extra clothes / Apportez des vêtements supplémentaires

실내화 가져오기 �         �
Bring indoor shoes / Apporter des chaussures d’intérieur

담요 가져오기(필요한 경우) �         �
Bring a blanket  (if needed) / Apportez une couverture (si nécessaire)

기저귀 가져오기(필요한 경우) �         �
Bring diapers (if needed) / Apportez des couches (si nécessaire)


